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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날던 수컷 오리 한 마리는 눈썹을 깜

박이며 유혹하는 매력적인 암컷을 발견하고,

공중에서 구름이 들썩거릴 정도의‘운우지

정’을 나눈다. 너무나 사랑에 열중한 나머지,

두마리의오리는어느가정집의위성안테나

로추락하고, 자극을받은위성안테나는정체

모를광선을갓결혼한그랜트의목덜미에발

사한다. 목덜미에솟아난조그마한혹은그랜

트에게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을 갖게해준다.

딸 케리와 결혼한 그랜트를 못마땅해하는 장

인, 장모의 집을 방문한 그랜트는 극도의 초

조감에시달린다. 식탁에서소금한알갱이를

흘렸다고더러운인간취급을하는장모의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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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퀴벌레가부 거리게만들고, 낮은콧노

래도못부르게하는장인의얼굴을피아노와

트럼펫, 하프로 바꾸어 노래를 부른다. 이웃

의 잔디 깎는 기계를 벌레로 만들어 버리고,

잔디가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랜트의 이

상한힘의정체를보고방송국에서전화를건

다. 사설군 를보유하고있는스마일코포레

이션의회장가일즈는전세계의방송망을장

악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재키 제이슨

쇼’에손님으로출연한그랜트는‘썰 한’스

탠딩 코미디언 설리의 내장과 몸을 자유자재

로 떼어내어 관객들을 열광시키고, 그랜트의

이상한 힘이 혹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

일즈 회장은 그랜트를 생포해올 것을 명령한

다. 군 를 동원해 그랜트를 잡으려 하지만

그랜트는 총을 햄버거로, 령을 뱀으로, 탱

크들끼리 교미하게 만들어 무력화시킨다. 변

해버린 그랜트를 받아들이지 못한 케리는 그

를 외면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던

설리는 그랜트를 기절시켜 회장에게 데려간

다. 그랜트의 혹을 떼어 낸 가일즈 회장과 전

쟁광 령과 코미디언 설리는 각각의 흑심을

품고 그 혹을 차지하려고 난리를 친다. 결국

혹을 차지한 가일즈 회장은 스스로가 거 한

통신망처럼 풍선이 되어 떠다니다가 굳건히

사랑을 나누고 있는 처음의 두 마리 오리와

충돌해터져죽는다. 캐리의도움으로탈출한

그랜트는 령의 군 들을 따돌리고 여행을

떠난다.

해부학에 근거한 듯 생생하게, 찢겨져

튕겨 다니는 오장과 근육, 그리고 끈적

거리기까지 하는 신경섬유들, 황당하게

오감을 자극하는 센슈얼한 섹스 시퀀스

(특히 비누와 비누곽, 꽃과 꽃병, 그리

고 결국 터져버리는 콘센트, 탱크 등의

무생물 간의 섹스), 바흐의「G 선상의

아리아」에서 컨트리 음악과 하드록에

이르는 독특한 리듬 감각, 군 와 정부

에 한 아나키적 감수성과 빈정거림,

상업 미디어에 한 조소어린 동정, 정

말‘이상한’애니메이션 <나는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다>를 설명할 수 있는 수

사는 너무나 쉽게 그저 놓여져 있다. 하

지만 입안을 뱅뱅 맴도는‘중산층의 가

족 이데올로기, 매스 미디어의 폭압성,

소비사회의 이데올로기’등의 엄숙주의

적인 멘트를 내뱉는 순간, 세상에서 제

일 가는 바보천치가 된 느낌으로 내내

괴로워 해야 할 것이다. 도무지 화의

리듬과 만든 이의 성정( )을 짐작할

수 없는 이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혁명

성은허위의식의마지막한방울까지뿌

리뽑는것이아닐까? 머리로보지말고,

그저 웃어‘치워버려야’하는 놀라운 속

도감과 골계미의 풍자 정신은 70여분

내내 속물근성의 치부를 상기시키며 당

황스럽고민망하게만든다.

뉴욕타임즈와 보그, 그리고 롤링스톤

지, 그리고 펜트하우스의 불순한(내지

는 삐딱한) 카툰을 연재했고, MTV의

「마이크로 툰」에서 그만의 스타일을 찾

아나갔던빌플림튼은그의장편데뷰작

<튠>에 이어 <나는 이상한 사람과 결혼

했다>에서도 모든 프레임 하나하나를

자신이 그렸다. 세 한 데생을 보는 듯

연필자국이 그 로 느껴지는 스케치와,

풍부한 표정의 인물선과 동선 등, 플림

튼스타일의혁명성은말그 로무궁무

진한 것이다. 연필로 그린 그림을 촬

한 후 셀에 접사시키고, 애니메이션 셀

처럼 채색해서 만들어내어 깃털처럼 가

벼운 촉감을 만들어낸 기술력은 초광각

렌즈로 촬 한 흑백사진을 수성물감으

로 채색한 배경에 이르러 가장 큰 반향

을 일으킨다. 부감과 앙감, 그리고 사각

촬 등을통해창조해낸새로운원근감

과입체감은제멋 로인 화의리듬을

더욱 더 가속화 시

키며 독창적인 공간

을 구성해내는 것이

다.

스마일 코포레이

션의 가일즈 회장

과, 가일즈 회장의

사설군 령인 전

쟁광, 그리고 정말

썰 해서 안타까운

스탠드 업 코미디언

설리가 그랜트의 혹

을 두고 벌이는 혈

투는 말 그 로 아

수라장이다. 항상

똑같은 어릿광 스

마일리만을 보고있

는‘길들여진’시청

자에 한 동정어린

냉소는 최고의 코미

디언이 되고 싶어하는 설리와 미디어의

독점을 꿈꾸는 가일즈 회장으로 나타난

다. 절단된 사지와 머리통, 근육과 해골

이 난무하는 잔인한 폭력은 단순무식한

전쟁광의 삼자혈투로 압축되고, 이들의

싸움을바라보는빌플림튼의태도는수

수방관으로 일관하지만 이‘말종’세상

에 한그의시각은섬세하다.

섹스도중아내의모습을자유의여신

상으로, 토끼로, 수녀로 바꾸어 버리고,

‘설왕설래’키스의 확실한 시범을 보여

주고, 아내의 가슴으로 풍선을 만들어

장난치고, 흥분하는 비누와 비누곽, 꽃

과 꽃병, 난리치는 콘센트들이 터지고,

거품이 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과한 성

적 상상력을 귀엽다고 표현할 수 있다

면, 코미디언 설리가 보는‘섹스하는 법

(How to make love)’비디오는 물화돼

버린성관계의단면을드러낸다. 배꼽에

때가 왜 끼는지, 왜 슬프면 눈물이 나는

지를설명하는엉터리해부학지식이간

간이 동원되어 그 끔찍함을 희화시키는

‘스플래터 시퀀스’는 『G 선상의 아리

아』를 배경으로 날라다니는 설리의 머

리통에서 절정을 이룬다. ‘아메바 레슬

링’과 말 그 로 돌들이 사랑을 나누는

‘록 인 러브’, 개소리로 노래하는 오페

라 등 상업적인 소재주의에 집착하는

TV의 허상을 폭로하는 플림튼은 위성

접시와 스탠드 업 코미디, 폭력의 실체

에 한‘학사논문’을 섹스 중독자와 해

부학의 용어로 표현한 셈이다(‘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

양식을만들어주는비료에감사하고, 그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유통시스템에 감

사하고, 중산층을갉아먹는지랄맞은워

싱턴의 광 들에게도 감사한다’는 캐리

아버지의 기도처럼 허를 찌르는 사의

묘는플림튼의또하나의보석같은재능

이다).

“좋은 취향이라니! 얼마나 끔찍한 것

인가? 취향이란 창작의 적이다(Oh,

Good taste. What a dreadful thing!

Taste is a enemy of creativity)”-파블

로피카소.

<나는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다>를 보

고나서는 그저 아무 소리 말아야 한다.

핏덩어리의 내장이 징그러우면 눈을 가

리고, 허를 찌르면 그저 찔리고, 황당하

게만들면황당해하고. 그리고난후, 빌

플림튼이 화 초반에 자막으로 인용해

놓은피카소의말을기억해낸다면그기

묘한 창작의식과 비틀린 건강함으로 웃

어줘야 할 것이다! 그의 캐치프레이즈

와도 같은‘무취향의’창작의식과의 연

를축하하면서말이다. 씨익~

강혜연 기자

KINO

<나는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다> 

나는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다

I Married a Strange 

Person

빌플림튼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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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중퇴하고 고등학생인 동생이 벌어오

는 돈(학교에서 짬짬이 파는 마약)으로 생활

하고 있는 백수건달 이뽀. 뒷문으로 탈 수 있

는덜덜거리는폐차를끌고친구알뺑을찾아

가지만, 그 순간은 알뺑이 사귀던 여자한테

실연당하는찰나. 하릴없이알뺑과함께밤거

리를 쏘다니던 이뽀는 어느날 디스코텍 앞에

서 미모의 아가씨를 만난다. 그녀의 이름은

나탈리. 명문 학의 우등생이자 러시아어 동

시통역사. 고등사범학교에 다닌다는 말 하나

만듣고무작정찾아간이뽀는도서관을뒤지

다가결국횡단보도앞에서그녀와마주치고,

이뽀의 자신만만한 구애에 둘은 사랑을 시작

한다. 밤12시, 이뽀는나탈리앞에서에펠탑

의불을끈다. 

이뽀는동생사비에와함께부모님집을방

문한다(그날은 한달만에 돌아온 나탈리가 전

화를 하겠다고 한 날이다). 부모님은 이뽀에

게사비에가입학시험에붙을수있도록도와

주라고말하고, 이뽀는사비에를시켜엄마로

부터생활비를받아내도록한다. 서둘러집으

마주하곤 하는데, 89년에 만들어진(그

래서거의10년의간극을두고있는) 에

릭 로샹의 데뷰작 <동정없는 세상>은 느

닷없는 감각을 부채질하면서 동시에 그

속으로 스며들어가게 하는 기이한 시간

감각의혼동을불러일으킨다. 아마도그

것은 이 화가 정확히 89년, 파리 지도

위에펼쳐진예민한감각의촉수를건드

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정

없는 세상>은 마치 자기의 시 를 숨쉬

면서살아가는공기와도같은 화이다.

그러나,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에는여

전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매혹이 존재

한다. 데뷰작에서 감지되는 그 피할 수

없는 자기 반 의 문맥, 자신의 인장을

찍어놓는 도전과도 같은 적당한 허세,

혹은그속으로미묘하게섞여들어가매

우 섬세한 보기로서만 가능해지는 선배

들의 자장(에릭 로샹 스스로가 계속되

는 참조의 상이었다고 고백하는 자끄

베케르의 초기 코미디, 고다르의 <네 멋

로 해라>의 후예가 불러일으키는 어

떤 분위기, 에릭 로메적 일상성의 환기,

또는레오까락스와공유되면서도그스

스로 환타지를 부정하고 거듭해서 현실

로추락하면서살아남기위해전혀다르

게재현하는파리지도의세계). 

80년 의 마지막에 도착한 에릭 로샹

은 처음 기한 만료를 향해가는 누벨 이

마쥬의마지막존재로보여졌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일종의

단절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위기의 화 또는 에릭 로샹의 표현을

빌자면‘점점 더 광고와 닮아가는 화’

누벨 이마쥬에 한). <동정없는 세상>

은 어떤 점에서 90년 아르노 데스플

레셍과 그의 일군의 친구들(파스칼 페

랑과 노에미 르보브스키)로 말하여질

수 있는 포스트 누벨 이마쥬, 혹은 누벨

이마쥬보다는 누벨 바그에 더 가까운

로돌아와도기다리던전화는오지

않고이뽀는나탈리의집을찾아간

다. 나탈리는 그녀의 동료들과 함

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중이다. 이

뽀는알뺑을시켜방해꾼들을몰아

내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갈수록 나탈리는 아무런 계획

도 없는 이뽀의 생활방식을 견딜

수 없어한다. 냉전이 계속되던 어

느날 나탈리가 이뽀의 집(여느 때

처럼사비에의친구와손님들로북

적거리는)을 찾아온다. 그러나 화

해의 순간도 잠깐, 기다리던 미국

의 MIT 학으로부터강의 요청을

받은나탈리는이뽀에게자신과함

께미국으로가자고제안하지만망

설이던이뽀는결국이별을선언한

다. 

이뽀는자신이버린옛애인프란

신을 찾아간다. 그날 저녁 프란신을 피해 베

란다에나가있는이뽀. 한편송별파티를열고

있는 나탈리는 에펠탑의 불이 꺼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이뽀에게 전화를 건다. 이뽀는 나

탈리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그녀의 집을 향해

차를 몬다. 그러나, 불심검문에 걸린 이뽀는

그녀의 집에 가지 못한다. 나탈리는 혼자서

에펠탑불이꺼지는것을본다. 

1년 후, 공항에 나와 있는 이뽀와 알뺑은

나탈리를기다린다. 동료들의차를타고가던

그녀가 그들을 잠시 돌아보지만 차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아무것에도이를수없다. 그래

서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철학

적‘백수’이뽀는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없는투명함으로스스로를드러낸다.

그는사는기계로서의삶을선택했으니,

선택, 그것은 그 얼마나 실존적 울림으

로공명하는가? 그가아무것도하지않

는 것은 세상에 아무 곳에도 이를 데가

없기 때문이다. 목적 부재의 세상, 혹은

유토피아의 환상이 붕괴된 이후 잔여의

시간. 68세 의 후예, 또는 89년이라는

시간속에도착한이뽀는여자들을유혹

하고밤거리를쏘다니며, 최종적으로시

간을 죽여나간다. 소년, 소녀를 만나다!

그의 삶 속에 나탈리, 고등사범학교 학

생인그녀가들어오니이제여기단순하

기 그지 없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거

한 피곤에 짓눌린 이뽀가 봉착한 위기.

‘오늘날은 사랑 이외엔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그것이무엇보다도끔찍한일이

다’. 위기는 계급과 세 의 간극 위에

놓여지나이모든것들은경쾌한리듬에

맞춰 행진한다. 자 이제 우리 여기에서

조울증을 동반하는 멜랑콜리한 우울의

나날을따라가보자. 

종종 우리는 시간의 톱니바퀴에서 튕

겨져나온 듯한(우연히!) 어떤 화들과

90년 프랑스 화의 어떤 흐름의 전

신으로 이해된다(에릭 로샹과 같은

IDEC 출신인 아르노 데스플레셍은 자

신의 화를 찍기 이전 <동정없는 세상>

의 시나리오에 참여하기도 하 다). 익

살과 일상적인 비극(그곳에서 비극은

조롱으로 탈바꿈한다)의 세계 속에서

담론은 미장센의 기초가 된다. 이뽀가

세상 속의 존재로서 스스로를 규정지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리의 말 또는 나탈리를 유

혹하기 위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시

적언어’사이를 오가는 말들의 유희). 말

은진정으로유희의최적지이며또한존

재의유일한집이다. 

실패로끝나는이뽀의연애담은그어

느지점에서기묘하게도한남자의연애

모험담인 데스플레셍의 <내 성생활은

어떻게 토론되어졌던가>를 떠올리게 만

든다(지나쳐온 시간의 중첩!).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데스플레셍의 프루스트

적 담론의 화와 맞부딧친다. 만약 포

스트 누벨 이마쥬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꾸로 <동정없는 세상>으로부

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

서비롯되는몇가지전제들을떠올리며

(왜 포스트 누벨 이마쥬에 있어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에릭 로메적 세

계일까, 또는그들이끌어안은담론으로

서의 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쩌면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시간을

지나이 화를지금에서야만났기때문

에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걸 89년,

파리지엔의 생생한 감각을 포기하면서

얻은 즐거움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참, 10년이 지난 지금 에릭 로샹은 어디

에있는가? 

이 재 기자

KINO

distributor

(주)백두 간

producer

알랭 로까

screenplay

에릭 로샹

director of

photography

피에르 노비옹

editor

미셀레 다르몽

music

제랄 토리키앙

production

company

르 프로딕시옹

라제네크

co-productions

제랄 미딸

프로딕시옹

크리스티앙 부르주아

프로딕시옹

SGGC 

장 베르나르 페뚜

FR3 프로덕션

associate

producer

아드린느 르깔리에

set decorator

띠에리 프랑소와

sound engineer

장 자끄 페랑

costume 

젤리아 반 덴 불크

mixer

장 삐에르 라포르스

cast

이뽈리뜨 지라르도

Hippo

미레이유 뻬리에

Nathalie

이방 아딸

Halpern

장 마리 롤렝

Xavier

세실 마장

Francine

아린 스틸

Mother

폴 파벨

Father

안느 케슬러

Adeline

빠트릭 블롱델

JF

이브 부넹

장 뤽 포라즈

벵상 발리에

students

빠트릭 피노

삐에르 트라뷔

마르끄 브잉

cards players

비아나

The University’s

secretary

에르베 파루

Denis

베르나르 마징기

meter man

마리스 메릴

traffic warden

제랄 도자

끌로드 세가렐

올리비에 데스트레

policemen

폴 비시 리아

news agent

장 끌레망

district’s doorman

84분

프랑스 1989년 제작

<동정없는 세상> 미레이유 뻬리에, 이뽈리뜨 지라르도

동정없는 세상
Un Monde Sans Pitié

에릭로샹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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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 아워
Rush Hour

브렛래트너감독

distributer

(주)신필름

producers

로저 번바움

레옹 듀드보어

조나단 릭만

아더 사키시안

제이 스턴

production

assistant

레아 아미르

production 

co-ordinator

발레리 미켈리안

production

assistant

그레이스 리투

director of

photography

아담 그린버그

camera operator

콜린 앤더슨

윌리암 바버

film editing

마크 헬프리치

location manager

다이안 케첨

original music

라로 쉬프린

music supervisor

게리 존스

supervising music

editor

스티브 맥크로스키

soundtrack

팍시 브라운

songs 

“Another Part of

Me”written by

Michael Jackson,

performed by

Michael Jackson

“Fantasy”written

by Adrian Belew,

Mariah Carey,

Chris Frantz, Tina

Weymouth, Steven

Stanley and Dave

Hall, performed by

Maria Carey

“Mother’s Son”

written by Curtis

Mayfield,

performed by

Curtis Mayfield

“Night Train”

written by Jimmy

Forrest, Oscar

Washington and

Lewis Simpkins,

performed by

James Brown

“Surfin’USA”

written by Chuck

Berry and Brian

Wilson, performed

by The Beach Boys

“Can I Get A…”

written by Shawn

Carter, Irving

Lorenzo, Jeffrey

Atkins and Robert

Mays, performed

by Jay-Z and

featuring Amil (of

Major Coinz) & Ja

Rule

“War”written by

Norman Whitfield

and Barrett

Strong, performed

by Edwin Starr

“Get Down

Tonight”written by

Harry W Casey

and, Richard

홍콩 반환의 마지막 날 홍콩 경찰청의 형사

리는 외국으로 반출될 뻔한 문화재를 되찾고

미국으로 떠나는 사 한에게 결과를 보고한

다. 

얼마의시간이지난LA. 사한의11살난

외동딸이LA시한복판에서납치당한다. 사건

의 중요성에 맞춰 FBI가 곧바로 수사에 나선

다. 한은자신의오랜친구이자홍콩경찰청의

(지금은 중국으로 편입된) 베테랑 형사인 리

를 사건에 투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FBI는 마지못해 승낙하지만, 아무래도 자신

들이생각하기엔그가수사에걸림돌만될것

같다. 그들은 LA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그에

게 전담 파트너를 지정해 주기로 한다. 전화

를 받은 LA 경찰 서장은‘이때다’하고 골치

덩어리 던 형사 카터를 FBI에게 보낸다. 자

신의 꿈이었던 FBI 수사요원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잔뜩 기 에 부풀었던 카터는 현장에

도착하여자기가맡은임무가중국에서온리

라는형사를되도록사건과멀리떨어뜨려놓

는것이라는이야기를듣고기운이빠진다. 

공항에 리를 마중나간 카터는 수사를 하는

척하며 그를 헐리우드로 데려가 시간을 때운

다. 빨리 사를 만나고 소녀를 구해야만 하

는리는마냥딴청만피우는카터가답답하기

만 하다. 리는 기회를 노려 카터로부터 도망

쳐 혼자 사관으로 간다. 리가 도착한 사

관에때마침납치범의전화가걸려온다. 사

에게납치범은딸의몸값으로거액의돈을요

구한다. FBI는 납치범의 전화를 추적하여 발

신지를 알아내고 병력을 출동시킨다. 현장에

도착한 리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함정임을 눈

치채고 FBI에게 철수를 요청하지만 FBI는 무

시한다. 범인들의 본거지로 예상했던 건물로

투입된 테러 진압반은 범인이 설치한 폭탄에

모두현장에서폭사당한다. 폭발현장에서빠

져나가는범인을발견한리는황급히그의뒤

를 쫓고 카터가 리의 뒤를 따른다. 리와 카터

는 범인을 잡는데는 실패하지만 그가 떨어뜨

리고 간 C-4 폭탄 뇌관을 발견한다. C-4 공

급책크라이브를검거한바있는카터는유치

장에있는클라이브를만난다. 그러나그에게

서 C-4를 사간 사람이 수년전, 리가 놓친 범

죄조직의 보스 준타오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때 사관에는다시범인의전화가걸려오

고 사와 FBI는 돈을 가지고 음식점으로 향

한다. 리와 카터는 준타오가 있다는 중국 음

식점으로 들어가 범죄 조직과 한바탕 격투가

벌어지지만 이미 준타오는 자리를 떠난 다음

이었다. 도망치는준타오의차를망연자실바

라보던리와카터는준타오가요구한돈을가

지고 음식점에 도착한 FBI와 마주친다. 그들

의무모한공격으로되려 사의딸이위험에

처하게 되자 FBI는 리를 강제로 출국시키려

한다. 파트너없이혼자일하는것을원칙으로

하던 카터는 LA 경찰청의 동료 존슨에게 도

움을 요청하고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른

리를다시데려온다. 

한은 중국 문화유물 전시회가 열린 자리에

축사를 위해 참석하고 FBI는 삼엄한 경비를

펼친다. 연미복을 차려입은 카터와 리, 존슨

도전시장에무사히침투한다. 전시장을둘러

보던 카터는 한의 곁에 있는 남자를 중국 음

식점에서본적이있음을기억해낸다. 카터에

의해 발각된 준타오는 한의 딸 수양의 몸에

폭탄을 장치해 놓고 위협하지만 카터와 존슨

은수양을구출하고수양의몸에서폭탄을제

거한다. 준타오의범죄조직과리와카터의일

혈전이벌어지고리와카터는일당을모두

검거한다. 

70년 이소룡의 리얼리티 무협 화와

미스터 부에서 이어지는 홍콩 코미디

화의 전통을 절충하면서 자신의 화적

스타일을 만들어 갔던 성룡은 80년 에

들어오면서 헐리우드 화의 틀에 호금

전 전통의 무술연출을 결합시킨 일련의

액션 화들로 홍콩 흥행 화의 중심에

위치하 다. (그 자신의 페르소나를‘사

춘기 소년의 정서’에 고정시켜 놓은) 성

룡의 화는원칙들을갖고있으며그것

들은 일종의 묵계처럼 지켜져 왔다.

성룡 화는 언제나 (<취권> 이후

‘성룡표’ 화들이 점점 스펙터클해

지고 있기는 하지만) 폭력의 액션보

다는 곡예의 제스추어에 더 기울어

져 있으며(항상‘연소자 관람가’와

‘PG 13’으로 관객의 최 치를 꾀하

는 성룡의 화에는 섹스도 없다)

격투장면에서 성룡‘자신’이 눈속임

없이‘실제로’액션 연기를 한다는

리얼리티의 확고부동한 신뢰를 준다

(성룡은 항상 화가 끝난 뒤 NG모

음을 통해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미라클> 이후 (다른 홍콩

화 스타-감독들과 마찬가지로 97년

7월 1일 이후에 해서 속수무책이

던) 성룡이 <홍번구>의 예상치 않았

던 헐리우드에서의 성공을 경험한

뒤 내놓은 <폴리스 스토리 4>, <성룡

의 CIA>, <나이스 가이>에서의 진화

(90년 헐리우드를 겨냥한 화들

에서 성룡은 말을 잃었고 화는 오

Finch, performed

by KC & the

Sunshine Band

“Hip Hug-Her”

written by Steve

Cropper, Donald

“Duck”Dunn, Al

Jackson Jr and

Booker T Jones,

performed by

Booker T & the

MG’s

“Fight the Power”

written by The

Isley Brothers and

Chris Jasper,

performed by The

Isley Brothers

costum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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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쿠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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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울라드

assistant stunt

co-ordinator

에디 브라운

still photographer

밥 마샥

script supervisor

할리 맥레인

special effects

데일 뉴커크

production sound

mixer

킴 오니츠

stunts

트로이 로빈슨

윌리엄 워싱톤

빅 디

케이스 울라드

cast

성룡

detective inspector

Lee

크리스 터커

detective James

Carter

톰 윌킨슨

Thomas

Griffin/Jun Tao

엘리자베스 펠라

Tanla Johnson

필립 바커 홀

capt Diel

마크 롤스톤

agent Russ

치 마

consul Han

렉스 린

agent Whitney

켄 륭

Sang

크리스 팬

Clive

줄리아 후

Soo Yung

106분

미국 1998년 제작

<러시아워> 크리스 터커, 성룡



1920년 , 남불. 13세의 험버트 험버트는

한살아래의소녀아나벨레이와불같은사랑

에 빠진다. 그러나 아나벨은 두 사람이 사랑

을 나눈지 석달만에 세상을 떠난다. 이후 험

버트는어린소녀에 한변태적욕망을키우

게된다. 

1947년, 험버트는 한 학의 강좌를 맡아

미국에 온다. 샬롯 헤이즈의 하숙집에 방을

구한 그는 그녀의 열두 살 된 딸 로리타를 발

견한다. 그는 로리타를 가까이 하기 위해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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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메저키즘적인 유희로 가득찬 액션

들 뿐이다)는 매우 양면적이다. 서구 관

객들의 눈에 재주부리는 동양의 버스터

키튼인 성룡이 벌이는 액션은 오리엔탈

리즘의 액션활극이지만, 동시에 헐리우

드 화의 장르컨벤션을 뒤따르는 성룡

화의 변화는 아시아의‘골수’성룡 팬

들에게는실망이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리쎌웨

폰 시리즈’의 흑백 파트너가 변함없이

효력을 발휘하자 액션과 웃음을 적절하

게조화시킨버디형사물프로젝트는블

랙-옐로우의 신종결합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이건 반칙이다. 헐리우드에서

는이연걸을‘악당’으로만든<리쎌웨폰

4>가‘정통’이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에서 이미 팀웍을 이룬 바 있는 로저

번바움, 아더 사키시안, 조나단 그릭만

은 크리스 터커의 진두지휘 아래 <머니

토크>를 감독하 던 브렛 레트너를 불

러와 찰리 쉰의 자리에 성룡을 가져다

놓고이들이벌일재담의소재로흑백의

인종문제 신에 동서의 문화적 차이들

을 입시킨다. 그러나흑인과동양인으

로 짝패를 이룬 이 열등 인종 커플이 역

경을함께극복하는과정속에서문화적

차이(그러나 문화적 차이는 언어의 문

제로 축소되고 성룡에게는 선입관에 의

거한 동양인의 이미지를 덧씌웠을 뿐이

다)들은 <머니 토크>에서 인종 간의 화

해와이해만큼이나쉽게극복되어진다.

성룡과크리스터커는박스오피스를장

악한그막강한내공으로웃음과액션을

양분하여 러시 아워의 LA 도심을 종횡

무진 한다(성룡과 크리스 터커가 유괴

된 소녀를 찾아서 LA의 곳곳을 쉴 새

없이 뛰어 다니며 티격태격하고 떠들어

는 것을 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폭

탄을 찾아 뉴욕 시내를 휘젓던 브루스

윌리스와 사무엘 잭슨의 <다이하드 3>

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그들은 성룡의 화가 잃어버린

코믹한 사들을찾아주려고한것일까,

아니면 크리스 터커의 재잘거리는 수다

에 액션의 무게를 얹어 주고 싶었던 것

일까? ‘성룡 골수팬’들에게 <러시 아워

>는‘성룡이나오는 화’이기는하지만

‘성룡 화’라고 하기는 힘들다. 어떤

면에서 <러시 아워>는 에디 머피를 자신

의 우상으로 받들며「토요일밤의 라이

브」를 통해 일약 스타가 된 크리스 터커

의 화이기도 하다. 찰리 쉰을 침묵시

킨 크리스 터커의 따발총 수다에 성룡

마저도주눅이들었는지 화속성룡의

몸과 표정은 굳어져 있다. 게다가 사전

에분명액션과재담을확실하게책임분

담했을법한데도말장난할상 가없어

따분해진 크리스 터커는 차라리 성룡의

무술을비꼬아보기로작정을했는지성

룡의액션에장난기섞인춤동작들으로

끼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를 성룡의

이전 화의 연계 선상에서 읽어본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성룡의 입김일

까? 홍콩의 중국반환의 전야를 오프닝

으로 삼는 <러시 아워>는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갈 곳 잃은 홍콩인들의 이야

기가 자리한다. ‘폴리스 스토리 시리즈’

에서 홍콩 경찰의 이중성, 즉 홍콩 시민

을보호하면서동시에 국정부에복종

해야 하는, 식민 총독부의 홍콩 공무원

으로서의애매한위치에서있었던성룡

(홍콩 반환을 앞둔 시한부 홍콩의 암울

한 현실 속에서 화 속 성룡은 항상 홍

콩인들을 지키고 부정한 식민지 총독부

에 반기를 드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성

룡이 만들어내는 피가학적 엔터테인먼

트는 홍콩이라는 시한부적인 역사관에

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은 <러시 아

워>에서 홍콩 반환 이후 타지로 간 화교

들을 변함없이 지켜주는 경찰이 된다.

그러나 (자신의 관할구역이 아닌) 미국

이라는 낯선 땅에서 성룡은 더 이상 경

찰로서 지휘를 유지할 수 없다(비록 <러

시 아워>에서 성룡은 특수수사요원으로

LA 도심가를 휘젓고 다니지만 손에 들

고 외칠 경찰 배지가 없다). 그는 미국

형사들의텃세를견뎌내야만하고낯선

땅에서지리도익혀야하고언어적장벽

도 극복해야 한다. 그는 이방인일 뿐이

다. 그는(비록 애써 자연스럽게 행동하

려 하지만) 이 낯선 땅에서 주눅들고 움

츠러 들 수밖에 없다. 액션의 난이도와

분량은이전의성룡출연작들에비해줄

어들었지만(이것은 성룡이 이미 너무

늙어버렸기 때문이거나 홍금보나 당게

래, 진가상이 될 수 없는 브렛 래트너로

서는 성룡의 무술씬을 감당한다는 것이

힘겨웠기때문일것이다. 여기에한가지

가설을더덧붙이자면성룡의곡예를받

아줄만한‘상 ’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러시 아워>에도 변함

없는성룡표액션씬이등장한다. 당구장

큐 돌리기와 자동차 운전 묘기, 쟁

반던지기를거쳐성룡이선택한라스트

무 는 중국 유물 전시회. 중국의 값비

싼 문화재들이 그 소품이 되고 성룡은

그문화유품들을보호하기위해사력을

다한다. 성룡은 이번에도 홍콩(중국)인

들을구하고선조들의지혜가담긴문화

유산도 지켜냈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계

속해서 경찰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

면 우선은 풍토 적응 훈련이 필요하겠

지. 아니, 어쩌면 그는 이미 잘 적응해

가고있는지도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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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 로버

Miss LeBone

팻 P 퍼킨스

Louise

에드 그래디

Doctor Melnick

마이클 굿윈

Mr Beale

안젤라 패튼

Mrs Holmes

벤 실버스톤

young Humbert

Humbert

엠마 그리피스-맬른

Annabel Leigh

로날드 픽업

young Humbert’s

father

마이클 컬킨

Mr Leigh

아나벨 앱션

Mrs Leigh

돈 브래디

Frank McCoo

트립 해 튼

Doctor Blue

마이클 돌란

Dick

핼리 허쉬

little girl in bunny

suit

스코트 브라이언

힉스

머트 해트필드

policeman, accident

크리스 자만

policeman

허드슨 리 롱

elderly clerk

짐 그림쇼

policeman

레노어 뱅크스

nurse at hospital

도로시 디버스

receptioist

도니 보스웰

taxi driver

주디 더건

solo singer/piano

player

마가렛 해몬즈

nurse

폴라 데이비스

motel clerk

팀 갈린

hospital or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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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로리타
Lolita

애드리안라인감독



distributor

신필름

producer

로렌스 카사노프

screenplay

크렌트 V 프리드만

브라이스 자벨

story 

로렌스 카사노프

도수아 웩슬러

존 토비아스

based on the video

game creative by

에드 분

존 토비아스

director of

photography

매튜 F 레오네티

editor

펙 프리어

production

designer

찰스 우드

music 

조지 S 클링턴

production

companies

뉴 라인 시네마

로렌스 카사노프

드레스홀드 엔터테인

먼트 프로덕션

executive

producers

앨리슨 사비치

칼라 프라이

브라이언 위튼

co-producer 

케빈 레이디

line producers

Thailand:

게리 V 폴솜

Jordan:

톰 프레밍

associate

producer

조후아 웩슬러

executive in

charge of

production

칼라 프라이

executive in

charge of post-

production

조 핀네만

production

associate

Israel/Jordan:

에티 카너

Jordan Liaison

시몬 쿠어리

production

supervisors

포레스트 솔란

라이트

Israel/Jordan:

에이탄 알론

Thailand:

페니 칸잔핀초테

production

controller

폴 프로콥

production

services

Thailand:

살론 필름스

Israel/Jordan:

펠론 필름스(Israel)

production 

co-ordinators

허미온 닌님

Thailand:

수위몬‘O’

Petcharayutporn

location:

타라 B 쿡

in house:

에 리 래터

Israel/Jordan:

데스몬드 그리피스

UK production

manager

조 번

unit production

manager

케빈 레이디

unit manager

Middle East:

애브너 페레드

location

managers

UK:

시몬 마스덴

Thailand:

통 터드 마하구완

Israel/Jordan:

즈비카 첸

post-production

supervisor

요나스 달러

2nd unit director

팻 존슨

assistant directors

리 크리어리

제이미 크리스토퍼

리차드 제임스

켈론드

2nd unit:

케이트 하젤리

UK, 2nd unit,

additional:

에디 스테이시

로렌스 카사노프

Thailand:

아비자티 주사쿨

(Meuk)

Thailand:

티파완 매매니

(Paew)

script supervisors

제인-앤 텡그렌

2nd unit:

팜 레온테

빅토리아 파이크

casting

펀 챔피온

마크 팔라디니

ADR voices:

알 실버만

존 판타지스

Guargoyle:

크리스탈 호크

스튜디오

2nd unit director

of photography

크리스 팔루나

camera operators

매를 드러낸 십 도 되지 않은 소녀’시

퀀스는 화 <로리타>의 운명을 결정했

다. 배우들이 아무리 열심히 연기해도

(그들은 화의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

고 성실히 맡은 바 역할을 수행했다),

각본이 아무리 훌륭해도(거기서 눈에

거슬리는 것이라고는 LA의 레스토랑

웨이터처럼 퀼티가“Enjoy!”라고 말하

는 사 뿐이다), 모든 것을 망쳐놓는

진부한에로틱코드때문에하나도생색

이 나지 않는다. 가령 로리타가 아이스

박스를 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장

면에서 불필요하게 로리타의 파자마 하

의를 벗겨 놓은 것은 전형적인 포르노

수법으로, 섹시하다는느낌이오히려싹

달아날뿐이다. 

험버트 험버트의 소녀 취향은 역사가

길다. 그는 일찍이 열세 살 때 해변에서

열두 살 소녀 아나벨을 품에 안았다(열

두살짜리와결혼한에드가알란포우가

생각나지 않는가?). 그녀는 석달 후 죽

는다. 이후로 그의 인생은 이 첫사랑을

되찾으려는몸부림이된다. 소년시절의

그가 아직도 팔다리가 훌쩍한 아나벨의

속곳에서 빼냈던 리본은 그가 자신의

은 한 성적 환상을 기록하는 가죽으로

장정된공책갈피에아직도소중히간직

되어 있다. 나보코프는 운동장 벤치에

서, 그리고 로리타를 옆에 두고 주인공

이 벌인 변태적인 마스터베이션을 상세

히묘사하는 범함을보여주었다. 그러

나 화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미화한

다. 음탕한 비행과 방종 신 <로리타>

는순수한로맨스와금빛햇살로고상한

숭배와애모의정서를부각시킨다. 

화장실 문이 삐죽이 열린 방 안에서

로리타가이를닦는소리에귀를기울이

며 앉아 있는 험버트 험버트의 모습이

훨씬 설득력 있다. 로리타의 공모는 불

확실하다. 그녀는 그가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확실한 것은 충만한

에로티시즘이 소리로 승화되어 가까이

있다는 짜릿함과 낯익은 친 감을 자아

낸다는것이다. 로리타가치아교정기를

그의 백포도주 잔에 떨어뜨리는 장면도

이즈와 결혼한다. 헤이즈는 험버트의 일기를

보고그의숨겨진욕망을알게되나차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험버트는 여름 캠프에 있던

로리타를데려와 동침한다. 그는로리타에게

엄마가죽었음을알리고함께미국일주여행

을 떠난다. 두 사람은 비어즐리의 학촌에

정착한다. 학교연극에참가한로리타는엄마

의 오랜 친구인 극작가 클레어 퀼티를 만난

다. 험버트는 로리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가 로리타와 다

시 여행길에 오르자 누군가 그들 뒤를 따른

다. 곧 로리타가 사라짐으로써 그의 의심은

사실로판명된다. 

몇년후로리타가다시연락해온다. 험버트

는그녀가결혼해임신까지하 음을알게된

다.  그녀는 남편과 알래스카에 가기 위해 돈

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기와 도망친 남자가

클레어퀼티임을고백한다. 험버트는그를찾

아내살해한다. 자막은이일이있고 얼마후

험버트와 로리타 모두 세상을 떠났음을 밝힌

다.        

애드리안 라인의 <로리타>는 모텔을 매

개로 한 즐겁고 코믹한 탈선이다(90년

판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세미 포

르노 시퀀스들은 너무나 조잡해 자기도

모르게눈물이솟구친다. 나보코프는분

명 좋아했을 것이다. 험버트 험버트가

맨 처음 로리타를 발견하는 장면에서

로리타는 스프링클러 아래 잔디밭에 누

워있다. 긴 햇살이아스라한분무를뚫

고 물기로 착 달라붙어(그녀는 물론 얇

은 면직 드레스를 입고 있다) 선명한 굴

곡을드러내고있는그녀의성숙한몸매

를보여준다. 물방울이튀는데도그녀는

버트랭커스터의사진이실린잡지를홀

린 듯이 보고 있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

보는낯선남자의시선을느끼고미소를

지어보이는순간, 애드리안라인은그녀

의이빨에끼워진치아교정기로관객의

뒤통수를 친다(이 치아 교정기는 나중

에그녀가험버트 험버트에게펠라티오

를해주려는듯입에서 그것을뺄때중

요한기호학적역할을수행한다).

도입부의 이‘물에 젖은 티셔츠로 몸

암시적이고 설득력 있다. 보이지 않는

로리타의엄마샬롯의존재도색다른긴

장감을불어넣는다. 그러나여기서그녀

는 험버트가 역겨운 변태에 범죄자라고

믿는 적 자 입장이다. 물론 그녀는 이

이야기의다른모든여자들처럼곧죽는

다. 심지어로리타처럼. 

험버트의 사랑찾기가 테마인 이 화

에서 로리타의 관점은 필연적으로 모호

하게남는다. 엄마가편리하게도세상을

떠나자그녀는마침내혼자가되고험버

트에게서 위안을 찾는다. 그가 바로 그

녀의불행의원인인데도불구하고. 그녀

는 비록 위험하고, 유혹적이고, 때로는

앙칼지지만 역시 어린 아이다. 어린 아

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 이때아이러니하게도퀼티가피난

처를 제공해 온다. 그러나 그의 요구는

험버트 험버트의 그것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그녀에게 사진 촬 을 요구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비극은 험

버트 험버트의 눈을 통해 그려질 뿐이

다. 화는 시종 그의 비극, 그의 상실,

그의질투에만주목한다.  

<로리타>가 얼마나 능란한 스타일을

구사하는가를 감안할 때 제레미 아이언

스가로리타에 한험버트의사랑을그

럴듯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

이다. 화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예를

들어개들이짖어 는골목길을따라험

버트가 빗 속에 로리타를 쫓아가는 장

면)에도 아름다운 40년 자동차들과

공들인 조명, 세련된 화면으로 점잖은

관객에게소구하려한다. 험버트험버트

의 변태적 열정에 모든 계층의 관객을

끌어들이려는 애드리안 라인의 결심은

확고하다. 우리 자신과 험버트를 해방

시키기 위해선 금지된 열매(젖은 옷 밑

으로 내비치는 소녀의 몸이 그중 하나)

를맛보고죄책감과열망에불타는험버

트의 갈등을 이해해야 한다. 요컨 애

드리안 라인은 우리에게 험버트와 동일

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마 그는

주인공에 한동일시가없는 화란상

상할 수 없었으리라. 덕분에 나보코프

가 놀라운 솜씨로 결

합시킨 원작의 아이

러니와 역겨움과 동

정과 이질감은, 이율

배반이 자취를 감추

고 모순이 생략되고

탈선이 스프링클러

의 물방울처럼 허공

에 사라진 평범한 스

토리로 정리되어버

렸다.

LESLIE DICK

SIGHT ＆SOUND

모탈 컴뱃 2
Motal Kombat 2

Annihilation

존R 레오네티감독

<로리타> 멜라니 그리피스, 제레미 아이언스, 도미느크 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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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n’s fortres

supervisor/lead

painter:

체트 자

Kahn’s fortress

co-supervisor:

크리스 오웬

Golden Gate

Bridge supervisor:

폴 팔로스

Mold Department

supervisor:

제이슨 해머

sculptor:

구스 힉슨

additional visual

effects

헐리우드 디지틀

이미지

visual effects

producer:

자네트 무스웰

CG supervisor:

이반 릭스

visual effects 

co-ordinator:

수잔 잭

3D artists:

종우 헤오

리자 케이스

제나디 미하일

셀리만노프

크리스 Y 양

2D artists:

W 레간 맥기

다니엘 J 러

스티브 J 산체스

M 자차리 셔만

flame compositors:

피터 콕제라

에록 모랄스

digital visual

effects

디지틀 미라지

컴퍼니

digital visual

effects supervisor:

랄프 마이어스

digital visual

effects executive

producer:

필립 오’핸론

digital visual

effects producer:

베티 닉슨 크라크

3D supervisor:

스티븐 브랜드

digital visual

effects co-

ordinator:

마크 스팻니

lead inferno artist:

밥 위아트

lead donino artist:

브라안 하나블

visual effects

compositors:

자넷 쿠엔

폴 힐

돈 그린버그

O T 하이트

샙다비쿤‘키키’

챈새몬

그레그 레이노프

animators:

데이빗 발웰

세바스찬 빌보아

카일 크라크

케이시 단

레이프 에이나슨

마이클 포드

라지 코자

돈 파울러

단 산토니

additional visual

effects

모던 비디오필름

visual effects

producer:

미첼 페론

Inferno artist:

브라언 콘론

additional digital

effects

레인메이커 디지틀

픽처스

‘Sheeva’/’Motaro’

Motion Capture

Supervisor

오쉬리 에벤 조하

special effects 

co-ordinator

론 트로스트

special effects

supervisor

조스 윌리암스

special effects

ultimate effects

co-ordinator:

존 하팅간

wire effects

supervisors

폴라드 프로덕션

케빈 매튜스

왈리 셀리스

motaro creature

realization

윌리암 플랜트

animation model

design supervisor

크리스 바톤

animatronic

model design

supervisor

조슈아 리

말콤 에반스

필립 애쉬톤

AVID editor

제임스 하위

art directors

나단 수뢰더

Thailand:

아린 피니바락

set designers

LA:

마틴 로이 머벨

재미 카

set decorator

시몬 R S 웨이크필드

draughtsman

맷 그레이

illustrators

도미닉 래버리

폴 캐트링

storyboard artist

토니 제임스 챈스

LA:

로버트 카마고

크리스 버친스키

sculptors

로이 로저스

줄리엔 쇼트

케이스 쇼트

토비 쇼트

브린 코트

토비 호크스

올리버 호지

Thailand:

솜차이 시웨야위로이

custumes

designer:

제니퍼 L 파슨스

construction

supervisor:

니콜

effects supervisor:

필립 골즈워디

mechanical

costume effects

마틴 레이드

wardrobe

supervisor:

시몬 머레이

Thailand

Supervisor:

프리사나 (뮤) 트라

차이

Mistress:

조 메수어

key make-up

artist

멜리사 라커스틴

prosthetic make-

up designer

게리 폴라드

special make-up

effects consultant

닉 두드만

key hair stylist

타라 스미스

main titles

메트로라이트

스튜디오

executive producer:

도비 G 쉬프

head of production:

존 폴머

producer:

마크 아스톤 헌트

director of

animation:

얀 첸

senior technical

supervisor:

제리 웰

digital artist:

토드 에릭슨

modeler:

알란 리데누어

compositor:

로버트‘피쉬’

에센펠드

editor:

론 레이놀즈

opticals

테크노매직 비주얼

이펙츠

optical supervisor:

데이빗 L 휴윗

featured guitarist

벅킷해드

testosterone

orchestra

conductor

조지 S 클링톤

concert master

밥 벡커

music

orchestrations

수지 카타야마

릭 지오비나초

조지 S 클링톤

music supervisors

샤론 보일

존 휴리한

music executives

다나 사노

로리 실펜

music co-

ordinators

믹키 스턴

뉴 라인

마크 카우프만

music editor

마이크 플릭커

music

recordist/mixer

존 와이낫

ethnic music

밥 스미스

얄렌 이스톤

스티브 울만

2nd unit:

이안 포스터

그레그 라이언

steadicam

operator

스티브 울만

visual effects

supervisors

척 코미스키

앨리슨 사비치

associate:

린다 드레이크

visual effects co-

ordinator

제시카 휴브너

visual effects

옵티컬 일루전스

digital effects

producer:

레이드 번스

digital effects

supervisor:

제프 마타코비치

digital compositors:

토니 노엘

아트 모렐

로레인 카디날

레이드 바커

크리스 그레그

digital wire

removal

와일드캣 디지틀

이펙츠

린다 드레이크

velosphere

sequence visual

effects

비전 크루

언리미티드

visual effects

producer/

supervisor:

이반 제이콥스

director of

photography/digital

compositor:

더 라스 러

model makers:

존 호프만

벤 오티즈

션 젠킨스

존 페라리

톰 화이어스톤

조슈아 컬프

additional visual

effects

프랫 어스 프로덕션

visual effects

supervisor:

케빈 쿠차버

visual effects

producer:

케빈 오’닐

3D animation

supervisor:

두그 베스윅

3D supervisor:

에버트 버렐

3D animator:

존 오트만

3D artists:

존 기본스

브라이언 블레빈스

digital compositors:

필 카보나로

마크 타미

로버트 로이드

visual effects

editorial:

칼 가라베디안

additional visual

effects

시멕스 디지틀

스튜디오

visual effects

supervisor:

닉 베이츠

digital effects

producer:

크리스타 길머

digital artists:

조 코델

조안 킴

데이빗 레보비츠

크리스 맥키논

마크 쇼아프

digital effects

editor:

에릭 마이어스

additional visual

effects

클라이서-왈작 컨스

트럭션 컴퍼니

visual effects

executive

producers:

제프 클라이서

다이아나 왈작

visual effects

producer:

에리카 왈작

character

design/sculptor:

뷰 얀젠

animators:

뷰 얀젠

라이언 래니

그레그 주비

마크 팜피안

탈미지 왓슨

제리 브라운

Motaro ＆

Dragon/ Hydra

sequences

characters

realization:

프로덕션 플랜트

lead supervising

animator:

앤디 터커

dragon animators:

팀‘프로페셔날 슬레

이브’혼

제이슨 발로우

dragon motion

capture:

하우스 어브 무브스

dragon motion

capture

choreography:

니코 로자도

Hydra lead

animator:

로렌트 라빈

Hydra animators:

스티브 하우드

토드 얀케

morphs:

샤우나 올웬

compositing:

T J 모간

2D modeling:

잔 크리스토퍼‘토

토’데보드

miniatures

알터리안 스튜디오

shop supervisor:

토니 가드너

project supervisor:

짐 바인케

project 

co-ordinator:

어린 바스케스

lead sculptor:

지앤 보슬루

consultant

시메온 필리히

songs

“Theme from

Mortal Kombat

(Encounter the

Ultimate)”by

Oliver Adams,

performed by The

immortals

“Anomalu (Calling

Your Name)”by

Brian Transeau,

Taylor, performed

by Libra Presents

Tayior Jan

Johnston 

“Fire”by

H.P.Baxxter,

Ferris Bueller, Rick

J.Jordan, Jens

Theie, performed

by Scooter

“I Won’t Lie Down

(Kombat Mix)”by

Trever Keith, Scott

Shiflett, performed

by face to face

“Leave U Far

Behind(V2

Instrumental Mix)”

by Simon

Shackleton,

Howard Saunders,

performed by

Lunatic Calm

“Death is the Only

Way Out”

by/performed by

Shaun Imrei

“Conga Fury”by

Ben Watkins, Mabi

Thoejane,

performed by Juno

Reactor

“Genius”by J.S.

Clayden. J.A.

Carter.M.D.

Clavden,

performed by

Pitchshitter

“Higher”by Bob

Herning. Stefan

Mueller, performed

by Alien Factory

“Panik Kontrol”by

Daniel Lenz, Paul

Sebastien,

performed by

Psykosonik

“We Have

Explosive (Radio

Edit)”by Brain

Dougans Gary

Cockbain,

performed by The

Future Sound of

London

“9D Galactic

Center”by Lupie

and Vas Kallas,

performed by

Hanzel Und Gretyl

“Shredd(Brutality

Mix)”by Bernhard

Locker, Walter

Werzowa,

performed by

Urban Voodoo;

“Megalomaniac”by

Sascha Konjetzko,

Gunther Schulz,

En Esch,

performed by

KMFDM

“Almost

Honest(Dannu

Saber Mix)”by

Dave Mustaine,

Marty Friedman,

performed by

Megadeath

“Engel”

by/performed by

Rammstein

“Ready or Not(Ben

Grosse Kombat

Mix)”by Swindelli,

performed by Man

SPEAK, contains a

sample of “1,2,3

Drop It”by Mario

Aldini

sound design

데이빗 파머

sound mixer

존 미드 레이

re-recording

mixers

켄‘에멧’티니

<모탈컴뱃2> 린 레드 윌리암스, JJ 페리



모탈컴뱃토너먼트에서흑마술사샹충을쓰

러뜨린 무인 류 강과 소냐 블레이드, 조니 케

이지 그리고 키타나 공주는 아웃월드의 제왕

샤오칸의공격을받는다. 케이지가죽고선신

인 주 레이든은 류 일행에게, 칸은 모탈 컴뱃

을 없애고 아웃월드를 인간 세상과 융합시킴

으로써‘지상의 연옥’을 창조하려 하고 있다

는것을알려준다. 

소냐는브릭스 장과힘을합쳐괴수로봇

섹터를물리치고, 류와키타나는시랙스를물

리친다. 그러나 키타나는 스콜피온에게 납치

된다. 류는 나이트 울프를 만나 자신의‘야수

성’을 자각한다. 소냐는 칼잡이 리나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한다. 레이든은 원로들의 신

전을 찾아 칸의 월권 행위를 고발한다. 한편

칸은 여왕 신델을 사령관에 임명한다. 류는

키타나를구출해소냐및브릭스와합류한다.

레이든은그들에게, 칸은바로자신의형제이

며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배후 인물은 신전에

서 축출된 원로신인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한

다. 그들은 아웃월드에 잠입하지만 레이든은

칸에게 죽고, 류는 용으로 변해 괴수 히드라

마샬‘스팽키’

갈링톤

supervising sound

editor

니구엘 리베라

dialogue editors

폴 커티스

마크 피쉬만

프레데릭 H 스탈리

스투브

supervising sound

effects editor

데이빗 파머

sound effects

editors

마이클 캠퍼

엘리사벳 플라움

팀 왈스톤

폴 메니치니

필 콜렌

제프리 R 위처

ADR

voice effects:

알리 부르

recordists:

시나 오룸치

빌 멜로우

editors:

폴 커티스

프레데릭 H 스탈리

스투브

foley

artist:

숀 로웨

빈스 니카스트로

조안 로웨

recordist:

쇼운 케넬리

mixer:

에릭 톰프슨

editor:

존 챈들러

stunt co-ordinator

에디 스테이시

fight

choreography 

로빈 슈

additional:

팻 존슨

martial arts

training

스티브 피셔

cast 

로빈 슈

Liu Kang

탈리사 소토

princess Kitana

브라이언 톰슨

Shao Kahn

산드라 헤스

Sonya Blade

린 레드 윌리암스

commander ‘Jax’

Briggs

이리나 판테바

Jade

라이너 쇼엔

Shinnok

무세타 반더

queen Sindel

마진 홀덴

Sheeva

라이트풋

Nightwolf

데론 맥비

Motaro

제임스 레마

Lord Rayden

크리스 콘라드

Johnny Cage

존 메들렌

Ermac

J J 페리

Cyrax/Scorpion

티론 위긴스

Rain

데니스 카이퍼

Baraka

리들리 추이 포 와

Smoke

케이스 쿡

히라바야시

Sub-Zero

란스 리 갈트

elder God1

캐롤린 세이무어

elder God2

다나 히

Mileena

95분

미국 1997년 제작

blood drip sepuence

supervisor:

크리스토퍼 로마노

R&D supervisor:

카렙 하워드

wraith lead

animators

초우 엠리히

wraith animators

나우샤 이마미

롭 가드너

마이크 노빌

데이빗 로버트

lighting crew:

케이트 최

제프 어틀

닉 파나고스

치아라 퍼닌

3D animation:

브라이언 데이비스

조프리 하비

아서 제프

지

digital compositors:

데니스 베네트

크리스 베르히만

라파엘 콜론

그레고리 엘우드

제니퍼 하워드

제임스 리

션 리

리즈 로드

시벨 스테라

chief technologist:

마크 A 브라운

systems 

co-ordinator:

밥 프로에리그

digital production

manager:

스티브 델러슨

digital visual

effects

이미지 사반트

digitral animation

supervisor/

producer:

리차드‘DR’베일리

digital animation:

토마스 브릭스

마크 조이너

digital visual

effects

디지스코프

executive

producers:

토마스 웨이드 딜

마리 스튜어트 웰치

digital effects

supervisor:

디온 해치

digital effects

producers:

로렐 린 술만

로레인‘디들’실버

technical

supervisor:

토미 후퍼

production 

co-ordinator:

리셀 라이너

digital artists:

엔덴 발드윈

롭 블루

로렌스 매롤

그래디 코퍼

에니드 달코프

토니 데리얀

로마 쿠스너

제리 홀

브루스 해리스

토드 메쉬어

브레난 프레바트

나오미 A 사토

마티 테일러

morph artist:

더 라스 에이어

digital imaging:

데렉 오사키

폴 호워스

스코트 크래포드

digital visual

effects

플래트 어스

프로덕션 사

visual effects

supervisor:

케빈 오’닐

digital composite

supervisor:

케빈 쿠차버

3D animation

supervisor:

두그 베스윅

3D supervisor:

에버트 버렐

3D animation/

match moves:

존 아트만 주니어

앤디 클레멘트

스펜서 쿡

브라이언 프로서

3D artists

브라이언 블레빈스

존 기본스

케빈 스턱만

랜스 암스트롱

로버트 F 페플러

존 리마

3D display

animation:

로날드 허브스트

digital compositing:

필 카모나로

밥 로이드

마크 타미

2D

rotoscope/match

move:

존 앤더슨

데이빗 레드 누어

에릭 레인하드

visual effects co-

ordinator:

러셀 존슨

flat earth visual

effects editorial:

칼 가라베디안

로드릭 리플리

digital visual

effects

포스트 로직

digital effects

producer:

단 호이스만

lead digital effects

artist:

마이블 킬렌

inferno artist:

크리스틴 리바드

henry artist:

코 마루야마

digital wire

removal

와일드캣 디지틀

이펙츠

effects supervisor:

린다 드레이크

digital

compositing

525 포스트 프로덕션

visual effects

artist:

스티브 메이어

executive producer:

제니 브라이트

digital composing

프로덕션 프랜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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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or

(주)신필름

producers

피터 프랑크푸르트

웨슬리 스나입스

로버트 이 만

screenplay

데이빗 S 고이어

Blade＆Deacon

Frost characters

created for Marvel

Comics by 마브

울프만

진 콜란

director of

photography

테오반 드 산데

editor

폴 루벨

production

designer

커크 M 페트루셀리

music 

마크 이샴

production

companies

뉴 라인 시네마

아렌 라 필름

프로덕션

이메지너리 포시스

executive

producers

스탄 리

아비 아라드

조셉 칼라마리

린 해리스

co-producers

앤드류 J 혼

존 디븐스

executive in

charge of

production

칼라 프라이

production

executive

레온 두데보아

production

supervisor

additional

photography:

데브라 J 올칙

production

controllers

폴 프로콥

in-house:

에 리 라터

production

co-ordinators

말렌 D 하트

additional

photography:

로버트 웨스트

unit production

manager

로즈 샤론

location

managers

마르크 스트래챈

additional

photography:

리사 블록 린슨

post-production

executive in 

charge of:

주드 I 이빈

supervisor:

사라 로 리

co-ordinator:

브랜든 스미스

assistant directors

배리 K 토마스

레베카 스트릭클랜드

제렉 요한센

additional

photography:

마이클 너이만

script supervisor

니콜 커민스

casting

라헬 에이브럼스

조리 웨이츠

ADR Voice:

바바라 해리스

2nd unit director

of photography

래이몬드 N 스텔라

aerial cameraman

additional

photography:

밥 멘허트

camera operators

폴 에드워즈

랜디 놀렌

steadicam

operator

랜디 놀렌

visual effects

producer:

매튜 저스티스

supervisor:

척 코민스키

post co-ordinator:

에드워드 이라스토자

motion control

operator:

캐시 윌슨

co-ordinators:

블래인 위트니

리사 앤 라스

additional

photography

motion control:

조지 래드키

digital visual

effects

블루 스카이/VIFX

visual effects

supervisor:

리차드 홀랜더

visual effects

executive producer:

앤토인 뒤르

visual effects

supervisor:

리 버거

visual effects

producer

제니퍼 베르히만

animation

supervisor

다니엘 코로자코모

3D supervisor

하 로다

digital compositing

supervisor:

체릴 버제트

lighting supervisor:

스투 민츠

블레이드
Blade

스티븐노링턴감독

로 변한 칸과 사투를 벌인다. 원로신들은 칸

의아버지를체포한다. 

마침내류는칸을쓰러뜨리고, 무사들은지

구로 돌아간다. 정신을 차린 여왕은 딸 키타

나와 재회하고, 레이든은 원로신으로 부활한

다. 

<모탈 컴뱃 2>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문

제점은 근본적으로 반복적이고 등장 인

물만 많은 소재에서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를 끌어내기가 얼마나 어

려운가를말해준다. 역시게임에서유래

한<스트리트파이터>와<수퍼마리오형

제>가 그랬듯이 <모탈 컴뱃 2>는‘게임

이라면 훨씬 재밌을 텐데’하는 욕구불

만만 고조시킨다. 사실 <모탈 컴뱃> 시

리즈는둘다 화라기보다장시간의광

고 같은 작품이다. 폴 앤더슨의 오리지

날 <모탈 컴뱃>은 죽음의 토너먼트를 위

해 각지의 무사들이 한 섬에 모여드는

로버트 클라우스의 <엔터 더 드래곤>을

그 로차용한것이었다. 

<모탈 컴뱃 2>는 레이든과 칸, 타락

한 신인 그들의 아버지를 축으로 한 가

족사로 신화적 색채를 가미하려 했다.

그러나불행히도그구성이너무엉성해

일 일사투를벌일적 자수만늘어났

다. 후편의 액션 시퀀스는 전편보다 낫

지만, 어느 쪽도 게임의 피튀기는 폭력

성에 비하면 얌전한 편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객석에 앉아 있을

게임팬들은목을치고내장을쓸어내지

않는 스크린 버전‘모탈 컴뱃’에 얼마간

지루함을느끼게될것이다.

그런 로 사줄 만한 옵티컬 이펙트와

액션 시퀀스에도 불구하고(처음으로 메

가폰을잡은존 R 레오네티는<마스크>

의 촬 감독이었다) 우리가 그 결과에

갈수록무관심해지는 것은전혀논리성

을 고려하지 않은 각본 때문이다. 등장

인물들은의미없이나타났다사라지고,

레이든이 마지막 승리의 관건이라고 우

리를기만한키타나와신델모녀의상봉

은 클라이막스의 접전이 끝난 다음이

었다. 

또 칸의 아버지는 앞에서는 분명‘형

제도 능히 죽일 수 있는 강한 후계자’를

원한다고 밝혔으면서 뒤로 가면 레이든

에게 지구를 같이 지배하자고 한다. 가

장 압권은 자신의‘야수성’을 이해하고

다스리려는류의노력이결국쓸데없는

것이었음이드러나는순간이다. 칸을쓰

러뜨리는 데 그 기술을 쓰지 않으니 말

이다. 이런 제멋 로의 줄거리는 결국

긴장감의씨를말리고뻔하게사람만죽

어나가게만들었다. 

ANDY RICHARDS

SIGHT ＆SOUND



를 타파하고 새로운 뱀파이어 세계를 구축하

고자뱀파이어예언서에나와있는일련의묵

시록적 사건들을 계획한다. 병원 혈액학자인

카렌은 프로스트의 부하들에게 공격을 당하

고 블레이드에게 구조된다. 블레이드는 그녀

가 뱀파이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를

위슬러에게데려가고블레이드와뱀파이어의

긴싸움이시작된다. 뱀파이어일파는위슬러

를 죽이고 블레이드와 카렌을 사로잡지만 카

렌은 뱀파이어의 혈세포를 파괴할 방법을 알

아낸다. 프로스트는 뱀파이어 지도부 요원들

을제거하지만피의신을되살아나게하기위

해서는‘낮의 피조물’의 피가 필요하다. 가까

스로 도망친 카렌은 다시 돌아와 블레이드를

구출한다. 그러나이미프로스트에게피를많

이 빼앗긴 그는 피에 한 갈증을 조절하는

혈청의 손실로 힘을 쓸 수 없다. 그러자 카렌

은 그에게 자기 피를 마시게 한다. 블레이드

는피의신으로화한프로스트에맞서카렌이

개발한약으로그를제거한다. 

사람들은 요즘 화가 만화같이 되었다

고 말한다. 그러나 항상 그럴까? 나는

마블 코믹의 인기 만화를 각색한 <블레

이드>가 기괴한 칼라와 환 같은 이미

지, 숨돌릴 틈 없는 액션, 현란한 플롯,

만화란장르의특징적요소인은 한호

모에로티시즘을 두루 갖춘 볼만한 작품

이라고 말하게 되어 기쁘다. 특히 올해

처럼 헐리우드 작이 별볼일 없었던

때, <블레이드>는 그야말로 속시원한 성

공적엔터테인먼트다. 한창나이소년들

은 한두 번 보는 것만으론 만족하지 않

을 것이고, 화를 보면서 어린애처럼

좋아한 우리들도 <블레이드>가 새롭고

신나는 경험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

을것이다. 웨슬리스나입스는처음으로

지금까지 그의 연기를 특징지워온 진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터미네

이터와루폴을섞어놓은듯한캐릭터에

1967년, 미국. 원인 불명의 사고를 당해 출

혈로 죽어가는 여인이 출산을 한다. 시간이

흘러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장성하여 인

간과뱀파이어의혼혈인블레이드가된다. 그

는 뱀파이어 사냥꾼인 위슬러에게 훈련을 받

고 나날이 담하고 조직화하는 뱀파이어 일

당을 척결하는데 앞장선다. 블레이드의 호적

수인 프로스트는 기존의 뱀파이어 위계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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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effects

supervisor:

윌리암 플랜트

lead animator:

앤드류 터커

animator:

제이슨 발로우

digital film

scanning/laser

film recording

이필름

digital effects

producer:

퍼린 커팅

digital effects

executive producer:

데이빗 헤이스

scanning 

co-ordinator:

베스 오스터만

technical

supervisor:

데이빗 St 클레어

mechanical/

explo-sives

effects supervisor

빈센트 몬테푸스코

special effects

co-ordination

루 칼루치

foremen:

마이클 L 스트라운

앤토니 시모네이티스

비처 톰린슨

조 머큐리오

루이스 페레즈

additional

photography

foreman:

리차드 버클러

additionl

photography 

co-ordinator:

존 하팅간

miniature

photography

블루 스카이/VIFX

supervising

physical

producer/line

producer:

레리 노린

production

manager:

니 루비오

production 

co-ordinator:

브렌트 코어트

director of

photography:

데이브 스텀프

motion control

operator:

스티브 스위타이

model supervisor:

카릴 리빙스톤

liad model maker:

레이 무어

additional editor

아담 P 스코트

art director

배리 추시드

set designers

토마스 C 레타

채드 S 프레이

A 토드 홀란드

set decorator

그레그 그란데

lilustrators

타니 쿠니타케

패트릭 자닉케

브루톤 E 존스

주니어

storyboard artists

마르크 메신저

아서 리

제이슨 브루베이커

costume designer

산자 코빅 헤이스

costume

supervisor

가렛 레일리

special effects

costumes

자라 투르겔

칙카니스

make-up

department head:

페리 M 저메인

artists:

데보라 라미아

데나버

스티븐 에이브럼스

프레드 브라우

additional

photography

artists:

루이스 라자라

켄 디아즈

크리스틴 스틸레

신시아 바-브라이트

body artist:

제인 잉 리쉬

blood and tattoo

process

릴 크리에이션

make-up effects

그레그 캐놈

캐놈 크리에이션

make-up effects

producer:

케이스 반더란

effects supervisors:

스티븐 프루티

롤란드 블란카플러

conceptual

designer/sculptor:

마일스 테베스

painter/effects

technicians:

팀 라슨

production

supervisor:

제니퍼 테베스

effects

technicians

토드 터커

폴 팔메이리

제프 데이스트

제임스 콘라드

쉬아 클에이튼

랄프 러브

마이크 졸리

비아테 에이셀

맷 크로또

specialty

costumers:

린다 베니벤테

노타로

얀나-마리 보나르

production 

co-ordinator:

질 피셔

operations

manager:

하비 로우리

hair technician:

린 왓슨

mechanical

engineers

랜디 심퍼

래리 오디엔

business manager:

헬렌 코엔

pearl puppeteers:

롤란드 블란카플러

제프 다이스트

잭 테이트

마일스 테베스

토드 터커

additional make-

up effects/frost’s

death

게리 J 투니클리페

이미지 에니메이션

인터내셔널

crew:

크래어 제인 디아콘

브라이언 웨이드

히로쉬 카타기리

빌 잔

데이빗 셀바두라이

데이빗 퍼티트

히데노리 이체카와

마이크 레간

스티브 로렌스

데니스 배어

수잔 투니클리페

그래이그 이거튼

폴 존스

데이브 크로넨

가베 바탈로스

아틀란틱 웨스트 몰

딩 크루

hair

department head:

조이 자파타 차베즈

stylists:

오라 틸만 그린

킴 샌탄토니오

additional

photography:

주디 크라운

titles/opticals

퍼시픽 타이틀/

미라지

additional opticals

시네마 리서치 코퍼

레이션

music

conductor/orches

trations

켄 쿠 러

music supervisor

다나 사노

music co-

ordinator

밥 보웬

music editors

톰 칼슨

칼톤 칼러

폴 랍존스

music

recordist/mixer

스티븐 크라우즈

songs

“Confusion(Pump

Panel Recon Mix)”

performed by New

Order

“Bad Moon Rising”

performed by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UT1-Dot”

performed by

Shonen Knife

“Yeah”, “Dig This

Vibe”

by/performed by 

D J Krush

“Playing with

Lighting”

performed by

Expansion Union,

contains a sample

of “Shiftee”

performed by Onyx

“Dealing with the

Roster”

performed by

Junkie XL

“Sleil”, “Eclipse”,

“Fearless”

performed by

Solitaire

“Call ＆ Response”

performed by

Source Direct

“Rainbow Voice”

from “Hairing Solar

Winds”

by/performed by

david Hykes

“Ether”

performed by Siren

“Go Get on It”

performed by

Southside Reverb

“Rattle the Pear”

performed by Spirit

Fire Child

“Ni Ten Ichi

Ryu(Two Swords

Technique)”

by/performed by

Photek

sound mixer

리 오로프

production mixer

additional

photography:

켄 킹

re-recording

mixers

켄 티아니

마샬 갈링톤

conforming

sound editor

조나단 러

dialogue editors

폴 커티스

존 C 스투버

supervising sound

effects editors

그레고리 헤제패스

해리 코엔

sound effects

editors

마이클 캠퍼

티모시 알스톤

조나단 카프

에리사벳 플라움

ADR

recordist:

콜린 로저스

mixer:

에릭 톰슨

editors:

폴 커티스

존 C 스터버

foley

artists:

조안 로웨

션 로웨

recordist:

쇼운 케넬리

mixer:

에릭 톰슨

editor:

존 챈들러

vampire language

created/

developed by

닥터 빅토리아

프롬킨

train consultant

제임스 크라크

stunt 

co-ordinators

제프 와드

헨리 킹기 주니어

additional

photography:

제프 이매다

martial arts

choreography

제프 와드

웨슬리 스나입스

helicopter pilot

additional

photography:

레이 맥코트

cast 

웨슬리 스나입스

Blade

스티븐 도프

Deacon Frost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Whistler

누부쉬 라이트

Karen

도날 로그

Quinn

우도 키어

Dragonetti

트레이시 로즈

Racquel

아티 조버

Mercury

케빈 패트릭 월스

Krieger

팀 기네스

Curtis Webb

새나스 라단

Vanessa

에릭 에드워즈

Pearl

도나 웡

nurse

카멘 토마스

senior resident

샤넨 리

resident

케네스 존슨

Heatseeking

Dennis

클린트 커티스

creepy morgue guy

주드슨 스코트

Pallantine

엘드니 루파우

Japanese doorman

케이스 레온

윌리암스

Kam

앤드레이 존슨

스티븐 R 팔루스

paramedics

마커스 아트레루스

pragmatic

policeman

존 이노스 3세

Blood Club bouncer

에보니 아담스

martial arts kid

라일 콘웨이

Reichardt

프리만 화이트 3세

menacing stud

D V 드빈센티스

vampire underling

마커스 살가도

이사우 맥나이트

주니어

Frost̀s goons

얼

von Esper

맷 술츠

Crease

레녹스 브라운

pleading goon

이베트 오캄포

party girl

이렌 A 스페픽

Slavic vampire lord

제냐 라노

Russian woman

레바니

Russian va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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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웨슬리 스나입스



즐거이몰두한다. 모터사이클을타고벽

을 돌파하거나 은빛 사무라이 검(성수

와십자가는밤의괴물들에게더이상통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늘과 은은 선전

로 여전히 유효하다)으로 뱀파이어를

두동강내부식시킬때를제외하면, 블레

이드는가슴팍을보강한가죽의상과얼

굴을 감싼 선 라스, 굳은 표정의 그러

나위압적인포즈로육체미를과시한다.

그런그에게여인이나타나는것은물론

이무뚝뚝한교합종의여린내면을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매력적인 누부쉬 라

이트는사심없이블레이드를돕는여인

카렌 역을 무난히 소화했다. 그녀와 블

레이드가 에로틱한 무드에 빠지는 것은

그녀가 그에게 자기 피를 마시게 하는

장면뿐이다. 블레이드가사랑하는것은

살해당한 어머니와 크리덴스 클리어워

터를 터뜨려 는 은발의 히피 뱀파이어

슬레이어 위슬러(언제 봐도 연기가 노

래보다 나은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뿐

이니까. 

무정부적인 밤의 도시와 뱀파이어 세

계를동일시하는것은전혀새로운관점

이 아니지만, 스티븐 도프의 프로스트

연기는 친숙하다 해서 과소평가할 것은

아니다. 믹 재거의 조소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골빈

수퍼모델과 아첨꾼 훌리건들을 거느리

고 다니는 세련된 클럽 주인이 바로 그

다. 그는 파워맥으로 고 의 예언서를

해독하고뱀파이어집단의파워수트

신산뜻한캐주얼웨어를걸치고다니는

명실상부한 90년 뱀파이어다. 그는

심지어 초강력 선블럭으로 코팅하고

낮의 거리로 나서기도 하는 담력파다. <

블레이드>의 공들인 액션 시퀀스들이

종종 시공간적 논리성을 깨뜨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화의 긴 폭력 씬들은

사실성보다 그로테스크함을 목표로 한

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데쓰

머신>의 감독 스티븐 노링턴과 작가 데

이빗S 고이어, 그리고미술팀은설득력

있는가상세계를구축했고그것을진지

하게받아들 다. 오프닝의선혈이낭자

한뱀파이어댄스클럽에서부터특수효

과가 현란한 피의 씬과 블레이드의 최

후 결전(<레이더스>가 생각나는)까지, <

블레이드>는 마크 이샴의 강렬한 일렉

트로닉 스코어에 실려 이 에피소드에서

저 에피소드로 시종 추진력있게(때로는

시적으로) 전개된다. 젊은관객을노린많

은 액션 어드벤처 무비들(<스폰>이나 <모

탈컴뱃>)과달리<블레이드>는결코앞뒤

가맞지않거나제 로된환타지를기

하던관객을웃음거리로만들지않는다.   

ANDREW O’HENIR

SIGHT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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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or

20세기 폭스 코리아

producer

린다 오브스트

screenplay

스티븐 로저스

director of

photography

칼렙 데스채널

editor

리차드 츄

production

designer

래리 풀턴

music/music

conductor/

orchestration

데이브 그루신

production

companies

20세기 폭스

린다 오브스트

프로덕션

포티스 필름

executive

producers

매리 맥라 렌

산드라 블록

associate

producer

엘리자베스 조안

후퍼

production

supervisor

스코트 A 엘리아스

production 

co-ordinator

크리스틴 C 프랜센

unit production

manager

매리 맥라 렌

location

managers

스코트 캐튼

Chicago:

켄 루윈

케이트 맥칼리

assistant directors

프랭크 데이비스

조지 뱀버

브라이언 오켈리

additional:

매튜 T 와이너

script supervisor

시드니 길너

casting

로니 예스켈

associate:

리차드 힉스

줄리아 킴

local:

조 에드나 볼딘

ADR voice:

바바라 해리스

camera operators

데이빗 룩켄바흐

데이빗 m 던랩

visual effects

supervisor:

리치 손

producer:

샤론 홀리

special effects

co-ordinator:

랜디 E 무어

supervisor:

마가렛 존슨

additional editing

케빈 놀팅

art director

사랑이 다시 올 때
Hope Floats

포레스트휘태커감독

크리스타 문로

set decorator

더 라스 A 모왓

storyboard artist

레이몬드 프래도

costume designer

수지 데산토

costume

supervisor

에일린 쉬프 스트룹

key make-up

artist

크리스티나 스미스

additional make-

up/hair stylist

샤론 맥도날드

key hair stylist

주디스 알렉산더

코리

titles

파블로 페로

타이틀 하우스

opticals

퍼시픽 타이틀

musicians

잭 잉그램

크리스 클래리디

페트 코트니

로 디어링

구스 살몬

EWI/Sax solos

톰 스코트

score 

co-ordinators

조이 애버백

웨스트윈드 미디어

music editor

커트 소벨

engineer/mixer

알 슈미트

synthesizer

programming

토니 디미토

soundtrack

“Stop in the Name

of Love”by

Lamont Dozier,

Brian Hollad,

Eddie Holland Jr,

performed by

Jonelle Mosser

“In Need”

by/performed by

Sheryl Crow

“Jagged”

by/performed by

Old 97’s

“Who Cares”by

Laura Harding,

Jeff Hull, Peter

Thorn, performed

by Laura Harding

“Honest I Do”by

Ewart Abner,

Jimmy Reed,

performed by the

Rolling Stones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

by Sammy Fain,

Paul Francis

Webster

“Cool Night”by

and performed by

Paul Davis

“Daybreak”by

Adrienne

Anderson, Barry

Manilow,

performed by Barry

Manilow

“Smile”by Charlie

Chaplin, John

Turner, Geoffrey

Parsonsm

performed by Lyle

Lovett

“Chances Are”by

Bob Seger,

performed by Bob

Seger, Martina

McBride

choreography

패시 스와이즈

sound supervisor

팀 차우

sound mixer

펠리프 보레로

re-recording

mixers

미국. 버디는 낮 시간 토크쇼에서 자신의 절

친한친구가남편빌과바람을피웠다는것을

알게 된다. 버디는 즉시 딸 버니스를 데리고

엄마라모나가있는텍사스로간다. 라모나는

이미 또 한 손자 트레비스를 맡아 키우고 있

다. 

버디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직업소개소

로 간다. 그녀가 할 줄 아는 것은 사진 촬

뿐. 그녀는 결국 동네 사진관에서 일하게 된

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버디를 짝사랑해 온

저스틴이 그녀에게 접근해온다. 라모나는 두

사람이잘되게하려고저스틴을저녁식사에

초 한다. 버니스가아빠와헤어지게된것은

전부 엄마 탓이라고 하자 버디는 바에 가서

술을 마신다. 라모나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을 떠난다. 장례식에 참석한 빌은 버디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버니스는 짐을 싸고 아빠

를 따라가려 하지만 빌은 혼자 떠난다. 버디

와버니스는화해한다. 저스틴이사진관에나

타난다. 얼마 후 저스틴과 버디, 버니스와 트

레비스는함께집으로들어간다. 

<사랑이 다시올 때> 해리코닉 주니어, 산드라 블록

크리스 카펜터

빌 W 벤튼

밥 비머

recordists

로버트 렌자

크레이그 히스

sound editors

짐 브룩숴어

데이빗 컨

닐 C 얀슨

돈 말루프

ADR

supervisor:

킴벌리 해리스

recordists:

다이안 린

릭 카넬리

mixers:

샤렌 리차즈

토마스 J 오코넬

foley

artists:

알리샤 스티븐슨

돈 핀터

recordist:

캐리 캐쉬맨

mixer:

데이브 베탄코트

fitness consultant

구루카타 칼사

food stylist

비키 B 뎀시

stunt 

co-ordinators

키안트 엘람

니 캐슬

animal wranglers

데이빗 파

애니몰 트래커스

film extract

<모정>(55)

cast

산드라 블록

Birdee Pruitt

해리 코닉 주니어

Justin Matisse

지나 롤랜즈

Ramona Calvert

매 위트만

Bernice Pruitt

마이클 파레

Bill Pruitt

카메론 핀리

Travis

캐시 나지미

Toni Post

빌 콥스

nurse

코니 레이

Bobbi Claire

모나 리 풀츠

teacher

시드니 베리

Orange Julia

레이첼 레나 스노우

Big Dolores

크리스티나

스토야노비치

Kristen

알리사 앨번

Debbie Reissen

디 헤니건

Dot

마타 롱

waitress

노만 베네트

Mr Davis

제임스 N 해렐

Harry Calvert

크리스 드류위

PE teacher

메슨 윌리

young man at

dance

티사 힙스

Suzy

아트 마이클 타메즈

bartender

지네트 슬렙

volleyball captain

타라 프라이스

young Birdee

Pruitt

리차드 낸스

priest

로잔나 아퀘트

Con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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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다시 올 때>는 포레스트 휘태커

의 전작 <사랑을 기다리며>처럼 어쩌면

신랄하게전개될수도있는소재를소프

트 포커스와 한층 더 소프트한 칼라 필

터로 미화한 감상적인 화이다. 두

화는모두작품의자연스런성격과정반

로 연출되었다. <사랑이 다시 올 때>

에는감상주의를깨고격한감정이분출

할 순간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중 하나

가 오프닝의 토크쇼 장면이다. 리키 레

이크 쇼나 오프라 윈프리 쇼, 제리 스프

링거 쇼 등 모든 인기 있는 토크쇼에 공

통된악몽은사람이얼마나느닷없이불

행에 직면하게 되느냐 하는 것일 것이

다. 버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생 시

절 미의 여왕으로 세련된 니트와 진주

차림의그녀는자신의삶이통째로무너

지는 것을 눈 앞에 보면서도 꼼짝 없이

소파에앉아객석에서딸이흐느끼는것

을바라볼수밖에없다. 

이렇게 암시된 고뇌와 아픔은 화를

지배하는 감상주의보다 훨씬 흥미로운

요소다. 저스틴은 LA에 질려 다시 시골

구석스미스빌로돌아온사람이다. 엄마

에게버림받은트레비스는남흉내를내

거나 딴 사람 행세를 하면서 마음의 상

처를달랜다. 버니스는철없이바람둥이

인 아빠를 우상시한다. 그런데도 이 모

든 설정들이 더 이상 전개되지 않고 지

나친다. 포레스트휘태커는고통을묘사

하지 않을수록 더 실감나리라고 생각하

는 것 같다. 때로는 그런 계산이 맞아떨

어질 때도 있다. 라모나가 죽고 장례식

에 참석한 빌이 떠나려 할 때 버니스가

아빠를 따라가려고 떼를 쓰며 매달리는

장면이 그렇다. 그러나 빌에겐 딸의 양

육권을 놓고 싸울 뜻이 없음이 분명하

다. 버니스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은 이

화의가장아픈장면이다. 

그밖의 경우 화는 부분상투성과

진부함에 치중한다. 라모나는 박제술로

돈을 버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스테

레오타입화된 남부 여인이다. 저스틴은

별볼일은없지만성실하고사람좋은동

네 청년이다. 집을 새단장하는 것은 그

의섬세함을보여주기위함이다. 그야말

로판에박은연출이다. 결코못봐줄정

도는 아니지만 너무 쉽고, 너무 평범하

다. 텍스트와서브텍스트의괴리는 화

의 전체 어조를 통일되지 못하게 한다.

버디가 저스틴의 집에 다시 갔을 때만

해도 저스틴이‘홈과 슴베(tongue and

groove)’를 능란하게 다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암시적인 화법인지 정

말 실내 장식을 두고 하는 말인지 도통

알수가없다. 

STELLA BRUZZI

SIGHT & SOUND

distributor

씨제이 엔터테인먼트

producers

스티븐 에반스

데이빗 파피트

screenplay

트레버 넌

based on the play

by

윌리암 세익스피어

director of

photography

클라이브 티크너

editor

피터 보일

production

designer

소피 베커

music

숀 데이비

production

companies

파인 라인 피쳐즈

십이야 프로덕션

르네상스 프로덕션

executive

producers

그렉 스미스

뉴스메이커 캐피탈

그룹 LP:

윌 타이어

크리스 볼

서비트 엔터테인먼트

NV:

데이빗 가레트

밥 하워드

패트릭 워시버거

루스 비탈

조나단 웨이스갤

일린 메이슬

BBC 필름:

사이먼 커티스

line producer

마크 쿠퍼

associate

producer

Ireland:

존 켈레허

production

associates

클레어 채프만

캐롤린 우드

production 

co-ordinator

질리안 도즈

unit manager

조니 뱀포드

location

manager

마텔

assistant

directors

가이 트레버스

엠마 파운즈

윌리암 부커

엠마 그리피스

casting

칼 프록터

어소시에이츠

script supervisor

리비 바

2nd unit camera

스티브 티크너

camera operator

제레미 힐즈

steadicam

operators

피터 로버트슨

나이젤 커튼

supervising art

director

릭키 에이레스

art director

데이빗 힌들

set decorator

마리안 포드

scenic artist

스티브 샐리뱅크스

storyboard artist

존 그리브즈

special effects

director/director of

photography:

아서 G 우스터

supervisor:

마틴 구터리지

camera operators:

팀 우스터

피터 버시

underwater camera

operator:

마이크 발렌틴

assistant directors:

리차드 휠란

오스카 뷰셀리닉

stunt co-ordinator:

닉 질라드

costume 

존 브라이트

wardrobe master

조 홉스

wardrobe

mistress

이본느 홉스

chief hairdresser

에이스니 펜넬

chief make-up

artist/hair design

크리스틴 베버리지

digital optical

시네사이트 유럽

title design

숀 웹 그래픽 디자인

십이야
Twelfth Night

트레버넌감독

일란성 쌍둥이인 바이올라와 세바스찬은 바

다에서 조난을 당해 일리리아 해안의 각기

다른지점에표류한다. 바이올라는사람들눈

에 띄지 않으려고 남장을 하고 올시노 공의

수하에들어간다. 콧 높은미녀올리비아에

게 온통 넋이 나가 있는 공작은 바이올라를

자기와올리비아사이에서 다리를놓아줄사

람으로쓴다. 

올리비아는 전원풍의 시골집에 살고 있다.

최근에 오빠와 아버지를 한꺼번에 잃은 그녀

는거의은둔을하고 있다. 그녀가없는사이

그녀의삼촌인술꾼쾌락주의자토비벨치경

과 친구 앤드류 아구칙 경은 또 일을 벌인다.

하녀 마리아는 이제 본 척도 하지 않지만 까

닭없이도도한집사말볼리오는분개한다. 그

의 참견에 화가 난 토비 경과 앤드류 경은 그

를 골탕먹이기로 결심하고, 실은 올리비아가

그를몰래사랑하고있는데그가노란 님을

매면 사족을 못 쓰며 그의 품에 안길 거라고

그를 속인다. 올리비아는 그런 그를 보며 미

쳤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바이올라를 사랑하

고있는것이다. 

한편세바스찬은표류한자신을구해준안

토니오와인근마을로간다. 안토니오는변장

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올시노 공의 부하 몇

명을죽인적이있기때문에정체가탄로나면

처형을당할것이기때문이다. 올리비아를사

랑하는 앤드류 경은 바이올라를 질투하여 결

투를 신청한다. 둘의 결투를 본 안토니오는

바이올라를 세바스찬으로 오인, 싸움에 끼어

든다. 안토니오는체포된다. 세바스찬이나타

나자 올리비아는 그를 바이올라로 생각하고

힘껏껴안는다. 두사람은결혼을약속한다.

올시노는 부하들을 이끌고 올리비아에게

구혼하러 온다. 그는 올리비아가 바이올라와

이미 약속을 한 사이라는 말을 듣고 놀란다.

여기에 세바스찬이 나타나자 혼란은 더욱 가

중된다. 아무도 그와 바이올라를 구분하지

못한다. 결국바이올라가변장을풀고여자임

을 밝힌다. 올리비아는 자신이 사랑한 것은

세바스찬임을 깨닫는다. 올시노는 바이올라

를사랑함을깨닫는다. 안토니오는풀려난다.

모두가 행복한 가운데 말볼리오만이 격분하

여자신이놀림을당했다고고발한다.    

트레버 넌의 <십이야>의 무 인 일리리

아는 빅토리아 시 말기와 엘리자베스

orchestrations/

conductor

피아츠라 트렌치

orchestrations

additional:

숀 데이비

퍼거스 오캐롤

orchestra leader

알란 스메일

music performed

by

piano soloist:

린다 번

accordion soloist:

마틴 오코너

guitar soloist:

데스 무어

featured

percussion:

노엘 에클레스

vocals:

리타 코놀리

발레리 암스트롱

피터 뷰미쉬

music director

존 울프

music recordist

브라이언 마스터슨

choreography

스튜어트 홉스

production sound

mixer

데이빗 크로지어

supervising sound

editor

밥 리스크

foley 

artists:

다이안 그리브즈

잭 스튜

editor:

알란 팔리

computer

consultant

AJM 시스템

fight arranger

말콤 랜슨

horses

co-ordinator:

스티브 덴트

handler:

엠마 헤플

re-recording

mixers

로빈 오도노휴

도미닉 레스터

cast

헬레나 본햄 카터

Olivia

리차드 E 그랜트

Sir Andrew

Aguecheek

나이젤 호손

Malvolio

벤 킹슬리

Feste

멜 스미스

Sir Toby Belch

이멜다 스턴튼

Maria

토비 스티븐스

Orsino

이모겐 스텁스

Viola

스티븐 맥킨토시

Sebastian

니콜라스 파렐

Antonio

시드 리빙스턴

captain

알란 미첼

Valentine

피터 건

Fabian

티모시 벤팅크

롭 컬버스턴

officers

제임스 워커

priest

제프 홀

gard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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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적한 시골에서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스피드를즐긴다. 오토바이는맞은편에

서 다가오는 자전거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도로 밖으로 곤두박질 치고 운전하던 사내는

죽는다. 죽음을 맞은 사람은 T E 로렌스. 장

례식에서 기자는 문상객들에게 고인에 해

묻지만사람들의의견은분분하다. 

제1차 세계 전이 한창이던 1918년 중동

전선. 국군의 주둔지인 카이로에서 소일하

던로렌스중위는군 규율을무시하고제멋

로의 행동을 일삼아 골치거리로 낙인찍혀

있었다. 아랍어도 능통하고 아랍문화에 한

이해도 깊은 로렌스에게 군사령부는 아랍의

파이잘 왕자를 만나 전선의 현황을 파악하라

는 명령을 내리고 그는 사막으로 파견된다.

베두인족 안내자와 사막을 건너던 로렌스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쉰다. 그러나 그 우물

은 하리스족의 것. 물을 도둑질한 죄로 하리

스족장 알리에게 베두인족 안내자는 죽임을

당한다. 알리는로렌스를파이잘왕자에게데

려다 주겠다고 하지만 안내자의 죽음에 분노

한로렌스는거부한다. 나침반에의존하여목

적지로 향하던 로렌스는 파이잘 왕자의 군자

문관인 브라이튼 령을 만나 무사히 파이잘

왕자의진지에도착한다. 터키군의현 식무

기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파이잘

왕자에게 브라이튼 령은 국군과 합류하

도록권유한다. 로렌스는파이잘왕자에게후

퇴하여 국군에 편입되는 것은 결국 아랍이

국의 속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며 반 한다. 그러나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계기가 없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것. 고민하

던로렌스는바다와접하고있는전략적요충

지인 아카바를 사막으로 이어진 육로로 점령

하고자 한다. 아카바로 가기 위해 그들이 종

단해야 할 네퓨드 사막은 모세 이후 누구도

건너지 못했다고 전해지는 죽음의 사막이었

다. 로렌스는 알리를 설득하여 50명의 인원

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 아카바를 공격하기로

계획을세운다. 아카바로향하던중로렌스는

그를따라온고아소년다우드와파라지를몸

시 어딘가의잉 랜드처럼보인다. 그

곳을 채우는 인물들도 하나같이 지금이

어느 시 인지 감을 잡지 못한 모습이

다. 누구는 칼을 차고 누구는 말을 타고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크로켓을 하고

자전거를타고있다. 전원풍의시골집에

살고 있는 올리비아(헬레나 본햄 카터)

와 측근들은 마치 바로 옆의 머천트-아

이보리작품촬 현장에서잠깐놀러온

듯한옷차림과행동거지를보여준다. 반

면 올시노(토비 스티븐스)와 그 시종들

은 꼭 18세기 비엔나의 사관생도처럼

행동한다. 토비 벨치(멜 스미스)와 앤드

류 아구칙(리차드 E 그랜트)은 누가 보

나 P G  우드하우스의 코미디 캐릭터

다. 어찌 보면 이런 뒤범벅이야말로 세

익스피어적이라 할 수 있다. 부제인

‘What You Will’이 암시하듯『십이야』

는 다양한 해석을 요구하는 희곡이었으

니까. 그러나 화 <십이야>의 시 착오

나갑작스런스타일의변화등은어떻게

작품에접근할것인가하는소신부족으

로밖에생각할수없다.

트레버 넌은 가끔씩 급진성을 보여준

다. 뭐니뭐니해도이것은성별의혼란을

테마로 한 코미디인 것이다. 남녀가 서

로의 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작위로

사랑에빠진다. 샐리포터의올란도처럼

바이올라(이모겐 스텁스)는 남성성과

여성성을자유자재로발휘할수있는양

성적 캐릭터다. 계급 갈등에도 빠지지

않는다. 트레버 넌이 그리는 사회는 억

압적이며 위계적인 사회다. 말볼리오에

한토비경의적개심은일개고용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기인한다. 바이올라에 한

앤드류 경의 반감도 마찬가지다. 그/그

녀는 앤드류 경의 연적일 뿐 아니라 기

존 신분 질서에 한 위협이기도 한 것

이다. 그런데 화는 이렇게 성적, 사회

적 갈등을 건드리면서도 그것을 심도있

게 파고 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

러기는커녕컨트리하우스코미디로만

족한다. 세트와 의상은 고집스럽게‘헤

리티지 heritage’시네마를 고수한다.

체홉 단편에서처럼 풍경은 인물의 감정

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촬 의 클라

이브 티크너는 가을의 낙조를 연상시키

는 깊은 그림자와 색채로 극 속에 흐르

는멜랑콜리를표현한다. 모두가공평하

게 짝을 찾는 균형미 넘치는 엔딩에도

불구하고『십이야』는 사랑의 완성만큼

이나사랑의좌절과환멸을노래한작품

이기때문이다. 

『십이야』는 화화에 적합한 작품이

다. 서브 플롯과 조연이 많아 크로스커

팅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 트레버

넌(이번이 세번째 연출인)은 자신이 무

가아닌스크린을상 하고있음을잘

알고 있다는 것을 관객에게 보여주려는

듯 극적인 폭풍우에 추격 씬에 결투 씬,

그리고 액션 연출력을 입증할 수 있는

올시노 일행의 사냥 씬(로우 앵 ) 등을

잇달아보여준다. 사건의 부분이진행

되는전원주택과정원의균형잡힌쇼트

들을 보면 그가 그리너웨이의 < 국식

정원 살인 사건>을 열심히 보았을 거란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시에도 불구하고 <십이야>는 여전히

연극 무 를 필름에 담은 것처럼 보인

다. 유명배우들의이미지에숙명적으로

갇혀있는것이다.

그중제일은나이젤호손의트레이드

마크다. 말볼리오는 <조지왕의 광기>에

서그가맡은 역할과거의다르지않다.

무자비하게자신의존엄성을빼앗긴, 허

심 많고 거드름 피우는 인물. 어리석

게 노란 님을 뽐내는 말볼리오는 곧

관객의 동정을 사게 된다. 나이젤 호손

이정격연기를펼치면펼칠수록말볼리

오는더욱더슬프고우스꽝스러워진다.

또 한 사람의 연기는 나머지 출연진을

더욱 황망하게 한다. 눈썹을 움찔 치켜

세우는 로저 무어 풍 연기로 일관하는

올시노역의토비스티븐스다. 오리지날

에서는 유쾌하고 수선스런 에너지 역할

을하는벨치경과아구칙 경도멜스미

스, 리처드 E 그랜트의 끔찍하게 과장

된 연기 덕분에 별볼일 없어지고 말았

다. 벤킹슬리의광 는코믹하다기보다

슬프다. 갑자기 인도 방언을 하며 상

방이 마치 제국 장교인 것처럼 경

례를 붙이곤 하는 우울한 인물. 다행히

헬레나본햄카터와이모겐스텁스는자

신의반쪽을찾아헤매는예정된커플로

참신하고재기발랄한모습을보여준다.    

허버트 트리 경이 국 화 최초의

세익스피어작 <존 왕>(1899)에 모습을

드러낸 지 올해로 꼭 백년째다. 그 때

이후로 세익스피어는 국 감독들에게

프로파간다용(전쟁 중에 만들어진 올리

비에의 <헨리 5세>) 또는 뛰어난 연극

무 를 옮기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

다. 아방가르드와 만난 것은 아주 가끔

뿐이다(데릭자만의<템페스트>, 그리너

웨이의 <프로스페로의 서재>). 그러던

것이 90년 들어서, 주로 케네스 브래

너의 공으로, 세익스피어는 소규모 프

로젝트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트레버 넌이 무엇 때문에

<십이야>를 화화하기로 했는지 알 수

없다. 요즘 관객에 특별히 어필할 무언

가라도있단말인가? 아름다운화면, 흥

미로운 소재, 딱히 흠잡을 데는 없지만

또별다른감상도없는 화다.

GEOFFREY MACNAB

SIGHT & SOUND�

distributor

(주)율가필름

producers

로버트 A 해리스(89

년 복원판)

샘 스피겔

production design

존 박스

costume design

필리스 달튼

director of

photography

프레디

film editing

앤 V 코우츠

original music

모리스 자르

sound consultant

1989 restruction

and restroration

리차드 L 앤더슨

construction

assistant

프레드 베넷

sketch artist

찰스 비숍

conductor

애드리안 볼트

research

마리 버드버그

editorial

consultant 1989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앤 V 코우츠

continuity

바바라 콜

sound dubbing

패디 커닝햄

sound recordist

아치 댄시

chief electrician

케네스 댄버스

still photographer

어네스트 데이

camera operator

안드레 드 토스

second unit:

알렉스 톰슨

second unit

director

피터 듀크로우

construction

manager

매기 필드

assistant 1989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에디 파울리

property master

존 그레이스마크

draughtsman

로버트 A 해리스

1989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노엘 하워드

still photographer

마크 카우프만

second unit:

피터 뉴브룩

니콜라스 로에그

re-recording

mixer 1989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그레그 랜다커

assistant 1989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조앤 로우슨

assistant art

director

테렌스 마쉬

location manager

에바 몬리

foley artist

버릴 모티머

producer 1989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짐 페인텐

production

manager

존 팔머

make-up artist

챨스 E  파커

special effects

클리프 리차드슨

assistant art

directors

조지 리차드슨

토니 리밍턴

associate editor

로이 로소티

assistant 1989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주드 슈나이더

orchestrator

제라드 서만

hair stylist

A G 스코트

boom operator

테리 샤래트

set dresser

다리오 시모니

second unit

director

안드레 스매게

casting

마우데 스펙터

assistant director

로이 스티븐스

art director

존 스톨

music 

co-ordinator

모리스 스톨로프

location manager

더 라스 트위디

special effects

왈리 비버스

production

accountant

데이빗 화이트

wardrober

존 윌슨-애퍼슨

unit publicist

존 R 울펜덴

cast

피터 오툴

T E Lawrence

알렉 기네스

Prince Feisal

안소니 퀸

Auda abu Tayi

잭 호킨스

General Allenby

오마 샤리프

Sherif Ali 

호세 페레

Bey of Deraa

안소니 퀘일

Colonel Harry

Brington

끌로드 레인스

Mr Dryden

아서 케네디

Jackson Bentley

존 디메쉬

Daud

케네스 포테스크

Allenby’s aide

잭 길림

club secretary

I S 요하

Gasim

하워드 마리온-크로

포드

medical officer

휴 러

R.A.M.C colonel

지아 모히에딘

Tafas

헨리 오스카

reciter

가 라팁

Majid

미셀 레이

Farraj

노만 로싱톤

Corporal Jenkins

존 루독

elder Harith

페르난도 산초

Turkish sergeant

스튜어트 사운더스

regimental

sergeant Major

도날드 월핏

General Mu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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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아의 로렌스
Lawrence of Arabia

데이비드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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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으로 삼는다. 뜨거운 햇빛과 길을 막는 모

래바람을뚫고네퓨드사막의끝에다다랐을

때 로렌스는 낙오된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된

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사막으로 되돌아 가서 결국 그를 구해온다.

이 사건으로 로렌스는 웅이 되고 아랍인들

은 그에게 족장의 의상을 선물한다. 사막을

건넌 로렌스는 호웨이탓의 족장 아우다 아부

타이를 설득하여 아카바 공격을 위한 부족연

합을 구성한다. 아카바 진격 전야에 부족 연

합야 지에서살인사건이벌어진다. 부족간

의 원한에서 비롯된 이 살인사건으로 연합했

던 부족들이 분열될 위기에 놓이자 로렌스는

중립적 입장에 있는 자신이 사형집행을 하겠

다고한다. 그러나살인자는로렌스가목숨을

걸고사막에서구해냈던낙오자 다. 그는눈

물을흘리며방아쇠를당기고해체위기를무

사히 넘긴 아랍군은 아카바를 성공적으로 손

에넣는다. 

로렌스는 아카바 함락을 보고하고 국군

에게 아랍부족들의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두명의하인과카이로로떠난다. 국군

사령부로 향하던 도중 사막의 모래 수 에서

다우드를잃은로렌스는그충격으로넋이나

가버린다. 사령부에도착한로렌스는자신이

입고있는아랍의상때문에아랍인들이당하

는 것과 같은 수모를 당한다. 새로 부임한 알

렌비 장군은 로렌스를 치하하며 소령으로 특

진시키고 아랍부족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약

속한다. 그러나아랍의독립을우려한장군은

로렌스와의 약속을 어기고 아랍인들에게 최

신무기를지원하지않는다. 

[휴식시간]

로렌스를 취재하기 위해 미국 신문 기자

잭슨벤틀리가전선으로찾아온다. 로렌스는

아랍군을 이끌고 터키군의 열차를 습격하여

보급로를차단시키고있었다. 그의전략은성

공적이었으나 겨울이 다가오고 전리품들을

획득하자 아랍인들은 하나 둘 자기들의 보금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탈하는 병력이

많아지면서 소수의 인원으로 게릴라전을 계

속하던 로렌스는 파라지의 죽음을 방관해야

한다. 많은 아랍인들이 자기부족으로 돌아갔

지만 알리는 아랍의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열

망으로 로렌스를 돕는다. 아랍인들 사이에서

로렌스에 한 의심어린 소리들이 높아가자

로렌스는그모든루머를일축하기위해터키

군이 장악하고 있는 데라에 들어갔다가 체포

되어 치욕적인 고문을 당한다. 그 사건의 충

격으로모든것에염증을느낀로렌스는아랍

을 떠날 결심을 하고 다시 카이로로 돌아온

다. 그러나 국군동료들은로렌스를이상한

눈으로처다볼뿐이다. 알렌비장군은로렌스

를다시아랍부족들에게보내려한다. 로렌스

는 알렌비 장군의 명령을 거부하지만 국과

프랑스가 약으로 아랍을 분할하여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다마스커스 함락작

전에아랍군을이끌고참여한다. 로렌스의계

획은 아랍연합이 제일 먼저 다마스커스로 입

성하여 아랍 자치 정부를 세우는 것. 다마스

커스로 진격하던 로렌스는 알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각하는 터키군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다. 국군보다 한발 앞서 다마스커스

에 도착한 로렌스는 시청에 아랍 연합의회를

설치하지만 단일국가에 한 의식이 없었던

부족들은 분열하고 결국은 하나 둘씩 다마스

커스를 떠난다. 파이잘 왕자와 알렌비 장군,

프랑스의 고문은 함께 모여 협상을 시작하고

로렌스는쓸쓸하게고향으로향한다. 차를몰

던 운전병은 로렌스에게 묻는다. “고향으로

돌아가시나 보죠?”로렌스는 아무 답도 하

지않는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보기에 따라서

는 70미리 활극 모험담에 지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헐리

우드 모험극의 주인공이 미지의 세계에

서 온갖 역경을 겪은 후 다시 집으로 돌

아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성장극인

데 반해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주인공

은사막으로들어가서오히려길을잃고

분열증에빠져버린다. 화는광 한풍

경과 현란한 활극의 스펙터클에서 어느

순간 로렌스의 정신 세계를 쫓아간다. <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사막은 광활한

양이되고로렌스는그위에서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을 헤매는 오딧세이

가 되어 자신을 그 어떤 것에도 귀속시

키지못하고방황한다. 신기루가가득한

사막은 환각과 애매모호함이며 그 스스

로의분열된자아를만나는공간이고자

신의 기원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다.

그리하여 이 스펙터클한 공간은 정신분

열증속에서타자와자아의혼란에관한

사도-마조히즘의 변증법적 드라마가 되

어가고 클로즈업과 익스트림 롱쇼트의

극단적인 충돌(거 한 화면에 가득찬

인물의 클로즈업은 순간 다음 커트에서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점으로 움직인

다)은존재론적질문이된다. 

사막으로 파견되기 전의 로렌스는 자

신이별종이며남들과다르다는것을구

태여숨기려하지않는다. 장군앞에서조

차 제멋 로이고 군 규율도 무시하는

로렌스는 사막으로 파견되고 아랍인들

을 만난다. 그는 아랍인들의 문화를 따

르고그들과같이행동하면서그들의신

뢰를얻는다. 기성질서에 해반발심리

를갖고있지만동시에귀족의사생아로

태어나 귀족 사회에 한 동경을 품고

있던로렌스는아랍에와서드디어귀족

이 된다( 국에서는 토마스 채프만 경

의 친자로서의 이름을 얻지는 못했지만

사막에와서그는엘오렌스라는귀족의

이름으로불리우고족장의옷을입고

웅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적 운명

론에갇혀있는아랍인들과는달리근

적 이성주의자 던 그의 마음 한구석에

는 문명인으로서의 우월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이상징적으로드러나는것

이 살인이다. 그는 알리가 자기 부족의

우물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다른 부족 사람을 쏘아죽이자, 자신은

살인자와는 친구를 하지 않는다면서 알

리의도움을거절한다. 그러나아카바를

앞에둔로렌스는알리의권총으로사형

을 집행하고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다.

아끼던다우드를사막에서잃고나서로

렌스가빠지는것은자신에 한두려움

이다. 그 두려움은 문명인인 자신에게

이미 깊숙히 스며들어 버린 사막에서의

삶과 야만적 본능에 한 것이다. 다우

드의 죽음에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로렌

스는 예수가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견디

며 자신을 찾아가던 사막에서의 여정을

그 로 따르는 것 같다. 그 여정의 끝에

서그들은수에즈운하의장관과마주친

다. 그러나 그것이 로렌스에게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아니, 오히려 이것은 이

제부터 시작될 로렌스의 정체성에 한

방황을암시하는것인지도모른다. 운하

반 편에서 길을 가던 군인은 로렌스를

향해외친다. “당신은누구요?”

다시 돌아온 문명 사회에서 로렌스는

완전한 타자가 되어 버린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별난 사람으로

취급한다(여기서 그의 다름은 처음과는

달리 그의 컴플렉스로 작용하기 시작한

다). 이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은 그 로

백인 제국주의와 유색인종의 민족주의

로 치된다. 사령부로 돌아올 때마다

매번 로렌스는 사막의 아랍인들에게 돌

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문명인으로서

자신의 이성이 무너지고 폭력과 광기가

자신을 잠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백인들의 유색인종에 한 공포이며 제

국주의자들의 민족주의자들에 한 노

이로제이기도 하다(다마스커스로 진군

중에있던터키군의학살장면은제국주

의자들눈에비친민족주의의광기와그

것에 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배어있

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 구도는 다시

성 정체성에 한 문제로 이어진다(이

것은데라에서의고문장면과그이후의

로렌스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

여진다). 성적인 코드들, 특히 사디즘과

마조히즘이 그 로 제국주의와 민족주

의의양면성에 입된다. 카이로사령부

에서로렌스의등에번지는고문의상흔

은 바로 게이로서의(타자로서의) 자신

에 한자각이면서동시에분열증의심

화이다(그가 다마스커스 함락을 위해

결전의 장으로 출전할 때 주위를 에워

<아라비아의 로렌스> 피터 오툴, 오마 샤리프



싼, 살인자와현상범으로구성된보디가

드들의현란한옷은분열증에빠진로렌

스를보여주고이것이정점에이르는것

은바로다마스커스로가는길에벌어지

는 학살이다).

국에서 노엘 코워드와 찰스 디킨스

의 문학작품들을 각색하여 화를 만든

데이비드 린이 헐리우드의 70미리 스펙

터클의 세계로 이동하여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보여주는 시네마스코프의

파노라마적세계는더이상이성이자연

을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서

구의 이성과 그 경계 너머의 중동 역사

사이의메시아적시간의탐구이다. 그리

하여한없이펼쳐진사막의장관속에서

데이비드 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이며

동시에 시네마스코프의 스펙터클 속에

서 이루어진 정신분열증의 세계이고 그

안에서 잃어버린 예루살렘 복원의 서구

적 각색이다(시네마스코프로 옮아간 <

카게무샤>와 <란>의 80년 구로사와는

바로이러한데이비드린의강령을형식

에서는 충실히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정

신에서는 한없이 먼 곳에 위치한다). 

화는 다층적이고 중의적이지만 어떤 것

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애매모호함

이 있다. 여기에는 어쩌면 우리가 완전

한 감독판을 볼 수 없다는 데에서(동시

에 여기에 끼어드는 또 하나의 문제인

원형이판본들의 존재로 인하여) 비롯된

오해가 존재할 수도 있다(<아라비아의

로렌스>는 89년 재복원 되었지만 이것

은정확히말하면감독복원판이아니라

샘 스피겔이 잘라내었던 나머지를 붙여

낸것으로우리는데이비드린의감독판

을볼수없다). 

고전 헐리우드 시스템이 규모의 경제

로비 해져가며그것이오로지산업적

메카니즘으로 움직이던 60년 초기에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나왔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아마도 60년 샘

스피겔과 콜럼비아 화사가 1차 세계

전 아랍인들의 웅이 된 한 백인의

이야기를 70미리의 거 한 화면에 담고

자 했을 때 데이비드 린과 로버트 볼트

가 없었다면 이것은 TV에 린 고전 헐

리우드에 한웅장한마지막회고전정

도가되었을지도모른다. 그러나데이비

드 린은 이것을 한 인물에 한 정신적

인 연 기이자 사막에 펼쳐놓은 거 한

서사시로만들어냈다. 이상하게들릴지

도 모르지만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빈

센트 미넬리의 <파리의 아메리카인>처

럼 과부하의 헐리우드 시스템에서 비롯

된‘예상치않은’걸작중의하나다.

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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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가을, 연풍리. 빨갱이 앞잡이로 몰

린 상언 아버지는 우물 안에 숨어 있다가 마

을사람들에게발각돼맞아죽는다.  

52년 여름, 전쟁은 소강상태고 마을에 주

둔중인 미군들에게 학교 건물을 내준 아이들

은임시로지어진천막학교에다닌다. 개성에

서 내려온 최씨 일가의 막내 아들 성민은 문

간방에 살고 있는 창희와 절친한 친구 사이.

어느날 창희와 성민은 미군과 양공주들의 정

사 장소로 쓰이는 물레방앗간에서 라이터를

발견한다. ‘창희는 라이터를 자신의 분신처

럼 소중히 여겼다’. 52년 8월 10일 거제도

피난민읍사무소난입.성민의아버지최씨는

미군 부 에서 일하는 큰딸 숙의 주선으로

미군 부 에서 일자리를 얻는다. 52년 8월

29일 연합군, 개전 이래 최 의 평양 공습.

덕택에성민네살림은나날이불어가는데비

해, 아버지가의용군으로끌려간창희네는살

기가빠듯하다. 최씨는창희의어머니안성

이 미군 속옷 빨래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52년8월30일생활시행령발포-외국인

의류 일체 착용 금지 등. 상언의 아버지 때문

에가족들을모두잃은김경옥선생은숙제를

안해온상언의손바닥을모질게때리고, 다음

날부터 상언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52년

10월1일금년도의 한국유엔원조2억불

결정. 그러나 어느날, 강가에 걸어놓은 미군

속옷빨래가모두없어지는사건이발생한다.

창희네는끝내빨래를찾지못한다. 52년10

월2일구호물자특별배급전면중단.미군짚

차에서 망원경을 훔쳐내기 위해 방앗간에 몰

래 숨어들어간 창희와 성민은 미군 하사에게

몸을 팔고 있는 안성 과 망을 보고 있는 최

씨의 모습을 본다. 그날 이후 성민은 아버지

의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52년 10월 12일

백마고지 전투 점차 가열. 다음날 창희는 학

교에오지않고,  온동네를뒤지며창희를찾

아다니던 성민은 불타고 있는 방앗간을 발견

한다. 이 화재로 미군 한명이 사망하고 방앗

간에서 발견된 고무신을 단서로 미군들의 범

인색출작업이계속되지만창희는더이상보

이지 않는다. ‘이듬해 여름이 다가도록 창희

는 돌아오지 않았다.’52년 10월 14일 제7

회유엔총회개막-한국문제논의.성민은창

희가두고간라이터를발견한다. 

53년 여름, 성민네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다. 예전에는 참판 이 살았다는 아주 큰 집

이다. 미군 장교 스미스 중위의 아이를 갖은

누나의배는점점불러오고, 거제도포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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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창희 아버지가

돌아온다. 53년7월27일휴전협정조인완

료-휴전협정180일간준수.마을에는늪에서

발견된부패한어린아이의시체가창희일것

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성민과 아이들

은 빈 상여로 창희의 장례식을 치른다. 53년

10월 18일 반공포로, 공산측 귀환 설득 거

부. 창희가 집을 나간 이유를 동네 사람들에

게묻고다니는창희아버지가성민에게이유

를물어보지만성민은아무런말도하지못한

다. 스미스 중위는 한번도 누나를 찾아오지

않고, 누나는그를다시만나지못한다. 53년

11월 13일 닉슨 미 부 통령 내한. 최씨는

몇명의 동료들과 함께 미군 부 에서 물건을

빼돌리는 일을 공모한다. 어느날, 아이들과

놀고있던성민은붉은페인트를뒤집어쓴채

누나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향하는 아버지

의모습과마주친다. 물건을빼돌리다발각된

아버지에게미군들은페인트를부었다. 53년

12월26일미국, 한국에서2개사단철수결

정. 붉은 페인트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성민

네는 마을을 떠나기로 한다. 떠나기 전날 밤,

자고 있는 성민에게 창희가 찾아온다. 다시

불이 들어오는 라이터를 보며 성민은‘이 세

상 어딘가에 창희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 해 여름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

이 묻혀 지나간 것일까? 빨갱이로 몰려

죽은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가족을 잃

은선생님, 어느날부턴가학교에나오지

않는소년, 굶어죽지않기위해몸을팔

아야 하는 친구의 어머니, 또는 문 밖에

서 서성거리며 망을 보는 나의 아버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

며, 아이들은 견디어나가야 한다. 그 때

그순간아름다운시절은모두끝나버린

것이다. ‘아름다운 시절’은 충분히 반어

적이며또한시간의벽에부딪힌반향의

공명으로울린다. 아주진부하게시작하

자면 이광모 감독의 <아름다운 시절>은

비어있는 여백 속으로 들어가(이 화

는얼마나많은생략의말줄임표로띄엄

띄엄 이어지는가) 이야기를 채워나가야

하는 화이다. 아니채운다기보다는흔

적만 남아 있는 가장자리를 더듬어나가

야 한다(그래서 감독 자신은 이것을‘점

묘법’의 미장센이라고 불 다). 속내는

미처 드러나지 않고 (만약 그런 것이 있

다면) 울음 덩어리는 채 게워지지 못한

다. 

어렴풋한 기억의 이편에서 그 신산스

러운 삶의 흔적들을 좇아가는 것. 깊은

우물 속, 컴컴한 어둠으로부터 하나둘

끌어내오는 희끄무레한 형상들. 40여년

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미 죽은 자

들의시간속에서시작하는이이야기는

얼핏 낯익어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이

것은 (매우 거칠게, 또는 단순화시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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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자면) 분단 이후 한국 문학이 공

유했던 주제의 자장 때문일 것이다. 혹

은 그것은 70년 도시화와 그로부터

촉발되는 잃어버린 고향이라는 주제에

선행되었던 어떤 근원적 형태와 맞닿는

것으로보인다. 그러나역사적인과율에

관한 이 질문 앞에서 이광모 감독은 두

가지를 겹쳐놓고자 한다(그리고 이것은

이 화가 그 이전의 문학적 자양과 변

별되며, 동시에 현재형의 의미를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은 한편으로 인

과율에관한질문이면서또한편으로기

억에 관한 이야기이다. 위와 아래로 나

뉘어지는사이자막은이두가지의병치

이자싸움이다. 역사적사실이란그것이

한줄의 문장으로 정리되고 요약되는 순

간 결국 기표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그 속에서 이광모 감독은 문득 문득 떠

오르는 기억을 (만약 그 형체가 불분명

하다면 그 로) 끄집어올리려 한다. 이

것은시간의차이가촉발하는매우미묘

한 길항에 관한 이야기이다. 만약 이 모

든기억이점점사라져서어렴풋한자취

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이 화의 얼마

나 많은 장면들이 새벽녘의 어스름함,

스러지는 햇살의 끝머리쯤으로 보이는

저녁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이미 어린 아이 던 아버지는 죽고(그

래서자신의아버지를, 그러니까할아버

지를묵묵히노려보아야했던그시선도

더 이상 없고) 여기 전쟁을 겪지 않은

아버지의 아들만이 남아 아버지의 아버

지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어린 아들이었

던아버지에의해쓰여진문학이여전히

역사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지

금, 여기 이곳에서 그 아버지를 매개로

하여 아들의 아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자취만 남아 있는(그리고 이제 곧

잊혀질지 모를) 기억에 관한 것이다. 역

사가기표가되어버렸다면우리는그사

이의 지난한 시간에 관해 다시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 52년 연풍리

그곳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부 껴

간 사연의 언저리만 보인다고 불평하지

말라. 기억이란 어차피 아귀가 꼭 들어

차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그것은이미지워지고소멸되고있는것

이지 않은가? 또는 저 멀리 고집스럽게

자신의자리를지키고있는카메라의거

리와 함께 이 화 속에 그렇게 많은 구

멍이 등장하는 것은 그 시간을 계속 환

원시켜야 하는 현재의 시간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만이 이곳에서 우리

가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인지도모른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더 이상 역사에

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없는 기억에 관

한 화라면(이미 우리가 죽어버린 역

사가 아닌‘떠올린다’라는 기억의 술어

속에서만 그 때 그곳을 재현할 수 있다

면), 그 어느 순간 우리는 질문할 수 있

을것이다. 기억이라는지극히개인적인

토에 관한 질문. <아름다운 시절>은

우리에게과거를바라보는어떤틀을제

시해준다(이광모 감독 스스로의 말을

빌리자면‘시각의틀’). 여기, 멀리떨어

진 카메라가 멈추어선 채, 그 자체로 완

성된 세계를 이루며 롱 테이크로 그 시

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던지

는 것. 그것은 공간적 재현의 문제가 아

니라 시간적 거리에 관한 질문이다. 동

시에 그것은 화 혼자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아마도 분단문학이 공유했던 시

간으로부터 화가나아간, 현재의시간

을 축으로 해서 얻은 어떤 성과일 것이

다. 그러나 이‘기억 장치’로서의 화

속에서우리는왜여전히익히들어왔던

(그래서 모두‘안다’고 생각되는) 분단

문학의 컨벤션들과 마주해야 하는 것일

까? 또는 역사와 기억을 겹쳐놓는 명징

한장치사이자막이그럼으로써또한편

으로 가까스로 경계를 유지해나가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

이야말로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감내해야 했던 (기억의 우물 속에서 끌

어올려진) 상처의 전부이기 때문일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시 마지막 순간,

길 저편 머나먼 곳으로 떠나가는 최씨

가족을 보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추

억에로 되돌려 보낸다. 그것은 기억이

되어아버지의아들의아들인나에게구

비구비 돌아서 귀환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 사이에 비스듬히

기 어 선 추억과 역사‘사이’의 나선형

처럼 알레고리 지어진 그 먼 길은 계속

해서던져지는질문이다. 우리는얼마나

더 이 고갯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가?

이 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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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시절> 이인

제공/배급

삼성픽처스

제작

신씨네

공동제작

김형준

기획/제작 총지휘

박건섭

기획

김무령

각본

이만희

촬

전조명

조명

이주생

동시녹음

안상호

편집

고임표

음악

조성우

조감독

신근호

이승렬

정기훈

이찬직

최성철

스크립터

이정연

촬 기사

양희만

촬 부

임 훈

전재호

고 욱

김정원

조명기사

신경만

조명부

안정웅

박종찬

조태진

신성열

변경윤

김연의

붐 오퍼레이터

최선태

박종근

스틸

전석현

무술감독

최 래

의상

이진희

코디네이터

김누리

이미현

박미

메이크업/헤어

국희정

박예리

특수장비

상시

포스터 사진

윤형문

광고 디자인

나무디자인

마케팅

최수

한진

특수효과

김철석

네가 편집

박 삼

편집 어시스트

고정표

제작실장

김시인

제작부장

김정수

제작부

류종호

서효승

녹음

사운드 & 컴퍼니

사운드 수퍼바이저

송병준

사운드 디자인

김 곤

사운드 에디팅

유진석

파이널 믹싱

피터 스미스

김봉수

폴리

황성기

음악 총감독

조성우

original score

조성우

김 홍

오케스트라 지휘

정치용

오케스트라 편성

김홍수

연주

멜로마니아 챔버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편곡

김상현

강은구

음반제작

유 민(삼성 뮤직)

현상

화진흥공사

옵티컬

윤종두

서광렬

자막

주광동

색보정

김승호

텔레시네

무비라인

출연

박신양

공상두

전도연

채희주

정진

엄기탁

조선묵

오기량

서혜린

해

유순철

채필수

박상욱

명보

조경훈

상차

김명국

남정택

박지일

장우신

임일찬

최풍세

이성호

약속
김유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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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의레지던트3년차채희주. 병든아버지

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팍

팍하게 살아가는 어느날 그녀가 근무하는 병

원에 칼을 일곱 군데나 찔렸다는 깡패 두목

공상두가입원한다. 검은옷을입은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병실 근처에는 아무도 얼씬하

려 하지 않는데 담당의사로서 희주는 무리들

을뚫고들어가공상두를치료하기시작한다.

어느날부턴가 상두는 자꾸 잠이 쏟아진다고

호소해오고, 좋은 일이라며 매몰차게 돌아선

희주는 주사를 잘못 투약했음을 알게 된다.

잘못을 시인하는 희주에게 상두는 스타킹에

구멍이 났다는 말 한마디로 사건을 넘겨버린

다. 상처가 아물고, 붕 를 푼 상두의 얼굴을

본희주는눈이참맑다고생각한다. 

상두가 퇴원한 지 며칠 후, 상두파의 넘버

2인 엄기탁이 희주를 찾아온다. 상두의 서투

른 구애가 시작된 것. 그러나 근사한 레스토

랑도, 값비싼 선물도, 큰 차를 이용한 구애도

계속 실패를 거듭할 뿐인데, 마음 심( )자의

깃발을단미니카가결국희주의마음을열게

한다. 상두는 희주를 엄기탁의 집에 데리고

간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라는 소개와 함

께. 사랑은 깊어가고, 그러던 어느날 상두는

제주도의 카지노장 건으로 팽팽한 긴장 관계

에있는남정택파가희주의존재를알게될까

두려워그녀에게먼저이별을선언한다. 희주

는 상두를 찾아가지만, 마침 남정택 일행이

있는그곳에서상두로부터듣는말은심한욕

설뿐이다. 

상두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희주는

선배언니 혜를찾아가흐트러진모습을보

이고, 상두는 열병에 시달린다. 희주의 아파

트 앞으로 엄기탁이 찾아오고, 희주는 열에

들뜬 상두와 재회한다. 상두와 희주는 짧은

여행을 다녀오고 희주는 아버지에게 처음으

로상두를인사시킨다. 한편남정택파와의정

면 결이점점불가피해져오고, 그런와중에

상두는엄기탁에게이바닥에서손을씻고싶

다고말한다. 그러나희주아버지의죽음으로

상두가 초상집에 간 사이 남정택파의 급습이

감행되고, 그 와중에 심복 오기량이 살해된

다. 급하게돌아온상두는홀홀단신으로남정

택과 그의 핵심간부들이 집결해 있는 룸싸롱

을 습격하고 그들을 모두 죽인다. 현장에 도

착한엄기탁은상두 신죄를뒤집어쓴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재산인 시골집으

로거처를옮긴희주는여전히상두를기다리

고, 1년이 다 돼가는 어느날 그녀 앞에 그가

나타난다. 짧은만남을끝으로상두는자수를

하기위해떠나려고한다. 떠나는날밤, 희주

와상두는성당에서둘만의결혼식을올린다. 

“오늘은 담배 끊고, 내일은 술끊고 모레

는손씻고? 희주야, 난그런거해본적

없어. 내 사는 꼴이 약속이란 말하고 어

울릴 것 같니?”간곡한 어조는 서 픔

과 안타까움으로 얼룩지고 그리고 약간

은, ‘어쩌면’이라는 숨겨진 가정문이 있

는 한 희망적이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

를 사랑하기 위해 그녀를 떠나고(그는

아마 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여자

는 긴 이별 앞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의

김사장

최 래

고상균

김철수

니 이

박신

엄기탁 처

오승언

최풍세 처

이경선

홍보실장

고인배

양화남

이일수

내과과장

박희진

김 간호사

문경희

이 간호사

황재석

나기철

이현태

원무과 직원

박현정

시장 아줌마

이형수

지배인

방극현

김덕형

야쿠자들

성준용

양승병

이시은

조석현

이행준

지성환

배증식

김기범

정일원

무술 연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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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한편으로<편지>에서매우‘적나

라하게’나열됐던 코드들을 재인용한

다. 자신의모든것을바치는남자, 불가

항력적인 이별, 그 이별이 전해오는 주

체할 수 없는 눈물(아마도 이 두편의

화의 주인공을 맡은 박신양은 90년

멜러드라마의이미지라고할수있을것

이다. 이들 멜러드라마 속에서 여자는

더이상희생양이아니며남자는여자를

위해 한없이 베푸는 존재다. 여기서

체 우리는 어떤 맥락을 유추해낼 수 있

을 것인가?). 그렇다고 <약속>이 <편지>

의 반복이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후자

가 제목 그 로‘편지’라는 어휘가 불러

오는 고색창연한 향수의 감정을 자극한

다면 전자는 추상명사화된 약속이 의미

하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어떤 종류들

의 사랑으로 자장을 넓혀간다. 게다가

남녀 주인공 캐릭터에 부여된 너비(가

령 병든 아버지를 책임져야 하는 희주,

또는 조직폭력배임에도 불구하고 한없

이 넓은 마음을 가진 공상두가 어느 순

간 지금까지 삶의 방식의 전혀 다른 전

개 앞에서 회의에 빠져드는 지점)는 눈

물샘을 자극하는 진부한 스토리를 풍부

하게 만들어준다(또는 이 낡디 낡은 사

랑이야기를그자체로완성시켜준다).  

아마도 <약속>은 우리가 만났던 일련

의멜러드라마들이서로몸을섞어완성

된확 완성판이라고보는것이타당할

것이다. 궁금한 것은 <약속>까지 이어지

는그일련의멜러드라마들(예의<편지>

와 <깊은 슬픔>, <남자의 향기> 등등)이

한결같이 끌어오는 노스탤지어의 정체

는 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거꾸로 그것은 왜 한결같이 멜

러드라마라는 장르 속에서 드러나는 중

견감독들의 위기의 징후로 보여지는가?

만약이 화가흥행에서성공한다면지

난 10년간 신씨네에서 줄기차게 모색되

어 왔던 상업 화 전략(그 계속됐던 시

행착오와 성공의 교차)은 일단 성공적

으로마무리지어질것이다. 하지만질문

은 고스란히 남는다. 섹스를 웃음으로

풀어낸 <결혼 이야기>로 자립했던 신씨

네가 지금은‘섹스 없는’눈물로 전략을

수정한것은시행착오의 가를치룬전

선의 변화일까, 아니면 재빠른 시 의

변화 안으로의 동화일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수치상의 성공이, 또는 계속

되는 확 재생산이 과연 얼마만큼 유효

한지는여전히미지수이다. 그러는사이

에신씨네는어느새 화에서‘새로운시

도’를 포기했다는 우울한 10년 결산의

몫을 넘겨받아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것은정말신씨네일지도모른다.  

이 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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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결혼식,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서

사랑의‘약속’정도일 게다)가 되고자

한다(그리고 성당에서의 결혼식은 다른

결혼과 달리 이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희주의결혼약속은 원히유효한것이

다). 김유진 감독의 <약속>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러

나결국이루어지지못하는사랑에관한

이야기이다. 너무 진부하다고? 물론. 이

것은그진부함의자장속으로의회귀를

뜻한다. 그리고여기에서는어김없이눈

물의멜러드라마가펼쳐진다. 그것은눈

시울이 붉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손수건

을부여잡고코를팽팽풀어 며끈덕지

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요구한다(그리고

그눈물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 화

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에는 계속적인 동화와 이입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적 리얼리티가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이만희 씨의 원작으로부터 온

사 덕분일 것이며 그 점에서 이 사

들을 진부한 레토릭으로만 들리지 않도

록만든박신양과전도연의연기를가능

하게 만든 감독의 공로 또한 치하해야

할것이다). 

아마도여의사와깡패두목사이의운

명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 이 화

속에서 가장 암시적인 부분은 신씨네

10주년 기념작품이라는 타이틀일 것이

다. 깡패 두목 박신양의 모습 위로 죽어

가면서남겨진여자를위해편지를쓰는

환유의모습이자꾸겹쳐지는것은왜일

까? 안타깝게도 <약속>은 <편지>의 연

장선상에서 보여진다(그러면서 김유진

감독과이 화의원작이되었던이만희

씨의 희곡「돌아서서 떠나라」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가능한 심플하게 액션

씬을 자제한(이 화의 앞과 뒤를 제외

하면 깡패들의‘나와바리’싸움을 둘러

싼 이야기 속에 액션 장면은 거의 없다)

<약속> 전도연, 박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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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화 웨트 욕실 기구 판매점의 지배인인 브

루스노만은서른두살에아직미혼인노총각

이다. 어느날 폐점 시간이 다 되어 한 여자가

화장실을 찾아 점포에 들어온다. 화장실에서

나온 여자가 점포에 전시되어 있는 욕조들에

관심을 보이자 2주일 동안 세면기 하나 팔지

못한브루스는동료들이모두퇴근한점포안

에서 제품 선전에 열을 올린다. 다비드라는

이름의 이 여자는 몇개의 욕조를 살펴보다가

결국마음에드는물건을발견한다. 다비드는

욕조가 편안한지를 알기 위해서 직접 들어가

보아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브루스는 다비

드로부터 욕조를 사겠다는 다짐을 받고 허락

한다. 물을채우고비누거품까지뿌린욕조에

아예 옷까지 벗고 들어간 다비드는 두사람이

함께 들어갔을 때도 편안한지 알고 싶다면서

브루스도 들어오라고 제안한다. 결국 다비드

와 브루스는 함께 욕조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며칠이지난어느날아침. 여느때처럼

distributer 

(주)율가필름

executive

producer

레지나 지 러

「Wet」

producer 

노아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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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라펠슨

director of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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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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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마이클 엘리어트

casting

잭키 핑크

조리 웨이츠

cast 

앨리스 하워드

Bruce Lomann

씬다 윌리암스

Davida Urked

캐더린 월호이테

Jolene Wolf

존 톨스

Williams

「Devilish

Education」

producer

류 리윈

screenplay

레지나 지 러

music

제르지 사타노브스키

editor 

엘즈브레타

쿠르코브스카

「Dutch Master」

producer

죠나단 브레트

screenplay 

조나단 브레트

director of

photography

마리스 앨버트

music

웬디 블랙스톤

editor 

모나 데이비스

cast 

미라 소비노

Teresa 

아이다 토토로

Dorothy

샤론 안제라

Kim

릭 바스

Jecy

「An Elephant

Never Forgets」

screenplay

테롤레프 B 

블레테버그

director of

photography

마틴 페 라우

editor

모나 부로이어

105분

미국/폴란드/미국/독

일 1996년 제작

에로틱 테일즈
Erotic Tales

밥라펠슨(제1화「웨트」), 

자누스마즈스키(제2화「악마의교육」), 

수잔세이들먼(제3화「더치마스터」), 

D W 버크(제4화「코끼리는결코잊지않는다」) 감독

점포로출근한브루스는소포하나를받는다.

그것은 그날 다비드와 브루스가 알몸으로 함

께 있는 장면이 담겨진 비디오 테이프 다.

한편 다비드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와 함

께욕조가들어갈공간을가늠해보고있다. 

제2화 악마의 교육 아직 세상물정에도 깜깜

하고 성에도 눈뜨지 못한 순박한 시골 처녀

고시아는 소떼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낸

다. 언제나처럼 소떼를 몰고 벌판으로 나간

고시아는 누군가가 주위에서 자신을 보고 있

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다음날 들판에 나간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난

다. 고시아는 그의 화폭에서 알몸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현기증을 느낀다. 검은 옷의

그남자는고시아에게그녀의모습이담긴그

림들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육

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해 이야기하며

그녀를유혹한다. 그날부터매일그녀는들판

에서 남자를 통해 육체의 쾌락 뿐만 아니라

쓰는 법과 식사하는 법을 포함한 다른 예

법들에 관해서도 배우게 된다. 딸이 낯선 남

자와 만난다는 소문을 들은 고시아의 어머니

는 딸을 신부에게로 데려가 고해성사를 강요

하지만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찾아간 병

원에서도 의사는 고시아가 처녀라고 진단한

다. 그날 밤 잠을 자던 고시아의 침실에 검은

옷의 남자가 나타나서 고시아에게 인사를 하

고는사라진다. 

제3화더치마스터테레사와도로시, 킴은로

젠만 박사의 치과병원의 간호사이면서 절친

한친구사이이다. 어느날언제나처럼점심도

시락을먹기위해박물관계단에앉은테레사

는갑자기그동안한번도관심을갖지않았던

박물관에관심을갖기시작한다. 박물관을이

리저리배회하던테레사의눈에한폭의그림

이 들어온다. 16세기 네덜란드를 배경인 테

이블을 가운데 두고 두남자와 두여자가 같이

하고있는모습의렘브란트그림앞에서넋을

잃고앉아있던그녀는그날이후로완전히딴

사람으로 바뀌어 도로시와 킴을 당황하게 만

든다. 항상 무엇엔가 홀린 것 같은 얼굴로 환

자들을 어루만지는 테레사는 그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이 마련해 준 처녀파티

에서의 스트립쇼 남자에게도 별관심을 보이

지않는다. 오히려그녀는친구들을박물관으

로 끌고와 그림을 보여주지만 친구들은 지루

해 할 뿐이다. 그림 앞에 혼자 남은 테레사.

그때갑자기그림속의인물들이움직이며그

녀에게들어오라는손짓을한다. 그녀는그림

속의남자와여자를따라거실뒷편의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나그림속의사람들은그녀를

보지 못한다. 그녀는 그림 속에서 두 남녀가

사랑을나누는모습과한남자가목욕을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급기야 16세기 네덜

란드 복장을 하고 직장에 나타나면서 증세가

악화되더니 밤에 박물관에 숨어들어가 또 그

림 속 여행을 하고 나온다. 결국 결혼식날 행

방불명이 되어버린 그녀는 그림 안으로 들어

가버린다. 

제4화 코끼리는 결코 잊지 않는다 한 서커스

단의 난쟁이 조련사와 그의 코끼리는 교통사

고가 난 현장을 지나다가 불이 난 차안에 갇

힌 여자를 구해준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여자는 돈많은 귀족의 부인이었지만 바람기

많은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시중들던 간호원

과바람이난다. 그때꽃을한아름안고내외

의 저택으로 찾아온 난쟁이 조련사는 생명을

구해준 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

겠다는 귀족 부인에게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

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에 한 반발심리로 조

련사의제안에응하고그날밤에코끼리를타

고그녀의방으로찾아든조련사는그녀와열

정적인밤을지샌다. 어느날서커스장에서코

끼리를 빗질해주고 있던 조련사는 한 소녀와

함께찾아온귀족부인을본다. 

루이스 부뉴엘의 초현실주의 화들과

빌리 와일더의 <뜨거운 것이 좋아> 같은

소피스티케이트 희극 화들에 목말라

하던독일의여성제작자레지나지 러

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에로틱 테일즈>

는정확히말하면제작자레지나지 러

의 프로젝트 명이다. 이 프로젝트의 이

름으로 현재까지 제작되어진 단편 화

는 12편이고 국내에 개봉된 <에로틱 테

일즈>는 12편의 단편들 중에서 4편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그녀가 이 프로젝트

에참여시키고자염두에두고있는감독

들 중에는 헥터 바벤코, 오시마 나기사,

니콜라스로에그, 멜빈반피블스, 켄러

셀, (이제는 불가능해진) 루이 말 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녀의 계획이 예정 로

완료된다면 우리는‘에로틱 테일즈’라

는 이름으로 공개되는 약 30분 길이의

총 69편의 에로단편 화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로틱 테일즈’라는

이름아래모인 화들은기본적으로에

로틱하다는것이외에는그어떤공통점

도없다. 이것은다만에로티시즘이라는

하나의화두를두고각각의감독들이경

쟁하듯이만들어놓은단편들을모은일

종의 콜렉션이다. 그래서 화 <에로틱

테일즈>의 4개의 단편들 사이를 메워

하나의전체로보려는노력을하는것은

무의미하다.  

첫번째 이야기인「웨트」는 팜므 파탈

의 화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를 감독했던 노장 밥 라펠슨의 짜임새

있고탄탄한구성이돋보이는단편이다.

‘아무도 없는 폐된 공간에 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게 된다면?’이라는 다

분히 장난끼 섞인 아이템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는욕조라는소품을두남녀의가

운데에 두고 그들을 판매자와 구매자로

설정함으로써 두사람의 미묘한 심리전

을 즐기는 소소한 재미를 던져 준다.

<에로틱 테일즈> 중「코끼리는 결코 잊지 않는다」



「웨트」는 욕조가 편안한지 알기 위해 낯

선 남자 앞에서 옷을 벗고 욕조 안으로

들어간다는 재미있는 설정으로부터 판

매원마저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과정까지가 설득력있게 전개된다. 결국

에는 욕조를 공짜로 얻기 위한 두 여자

의 술수로 결론이 나게 되는 이 이야기

는 경쾌한 재즈와 함께 별다른 공간 이

동이 없으면서도 두사람의 사 저변에

깔린 미묘한 심리전과(비록 에로 화의

관습적 연출을 그 로 따르기는 하지

만) 은근하게 드러나는 여자의 육체에

한묘사들로완성도를갖는다.

다큐멘터리와 환타지 단편 화들로

감독 생활을 시작한 자누스 마즈스키의

「악마의 교육」은 북유럽의 일반적인 전

설, 민담의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를 재

구성하 다. 폴란드전원의풍광들을몽

환적으로 연출하면서 그것에 성당과 병

원의 청교도적인 공간들을 비함으로

써 문명과 원시, 이성과 본능의 이항

립을 은근히 끌고 들어오는 마즈스키의

이 단편은 바따이유가 언급했던 금기와

위반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상호종속

성을 토 로 하는 에로티시즘의 원류에

한 이야기로 들어가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한 숫처녀가 성에 눈떠 가는 과정

에 한 우화와도 같은「악마의 교육」은

시골처녀를 핀업 걸의 이미지로 포착하

면서금기에 한위반의은 한쾌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에로티시즘을 낳는

다. 

전람회장에서 반 고호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꿈>의 한

에피소드를 연상시킨다는 점과 80년

후반페미니즘 화감독중에서보기드

물게주류 화속에서성공한수잔세이

들먼의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마이티

아프로디테>에서 보여주었던 미라 소비

노의‘금발 멍청이’연기를 다시 즐길수

있다는 점에서「더치 마스터」는 일반 관

객들에게 가장 어필될 수 있는 작품일

것이다. 환타지에 다큐멘터리의 스타일

을 접목시킨「더치 마스터」는 <수잔을

찾아서>에서 보여주었던 수잔 새이들만

의 재기발랄하고 경쾌한 리듬감을 다시

금느낄수있게한다. 이 화는세이들

먼의 이전작 <작은 악마>의 희화된 캐릭

터들이 다시 등장하여 릴레이식으로 바

톤을 이어가면서 결혼을 앞두고 이상해

져 버린 테레사의 행적을 추적한다. 수

잔 세이들먼의 여주인공들이 항상 그러

하듯이 치과 간호사인 테레사도 어느날

갑자기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과 애인

에 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

면서 그가 빠져들게 되는 것은 17세기

네덜란드의한농촌이다. 친구들과매일

같이 나누는 무의미한 수다와 스포츠를

하듯이그녀의위에서피스톤운동을하

는 남자친구는 그녀가 매일같이 만나는

환자들처럼 일상적이고 따분하다. 그녀

는 탈출구로서 17세기 네덜란드를 택하

고그녀를훔쳐보는남자의시선에자신

의 몸을 맡기면서 진정한 쾌감을 느낀

다. 비록 회화의 몽환적 세계와 현실을

이어 붙이며 2차원적 공간을 순간 3차

원의 공간으로 뒤바꾸는 세이들먼의 장

면연출력은높이살만하다고해도렘브

란트의 그림과 관음증이라는 난데없는

조합은아무래도기이한비약이다. 또한

(비록 그녀가 부분의 화에서 결론

을 유보하고 환상적으로 이야기를 끝맺

기는 했지만) 시선과 리비도의 오래된

프로이트의 테제를 위에서 테레사가 스

스로남성의관능적쾌락을위한절시증

의 상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며 그것을

답답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구로 삼는

다는결말은이전의수잔세이들먼의행

보들과 비교해 볼 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스탠 바이 유어 맨>으로 독일의 흥행

감독으로 입지를 굳힌 D W 버크의「코

끼리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역시 난쟁

이와 코끼리를 끌고들어와 환타지의 느

낌을 살리지만 네편의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진부하다. 「플레이 보이」지의 커버

에나등장할듯한옷차림의간호원과코

끼리코를통한난쟁이의성기의노골적

인 암시 등은 <스탠 바이 유어 맨>에서

도 드러났던 감독의 남근적인 사고방식

이이 화에서도그 로반복되고있음

을보여준다. 

어쩌면 부분은 <에로틱 테일즈>라

는 제목에서 비디오 가게 한편을 가득

메우고있는상투적인소프트코어포르

노를 연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로

틱 테일즈>는 그러한 화들과는 분명

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환타스틱

화제 단편 화 모음’이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것같은이콜렉션의4개의소품

들은 단편 화만이 갖는 소소한 재미를

주기는 하지만 에로티시즘에 한 각국

의 독특한 시각이나 진지한 접근들보다

는 진부한 성적 코드들과 장면 묘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된장단점을그 로떠안는다. 

그러나 아직도 5~7편의 새로운 감독

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그중에서우리를섹슈얼리티에 한유

쾌한 여행으로 안내해 줄 화를 만날

수 있을까? 레지나 지 러가 이 프로젝

트를 계속해서 진행시킬 예정이라면 어

쨌든 이것은 우리 세기의 마지막‘성에

관한 이미지의 갤러리’가 될지도 모른

다. 

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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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or

20세기 폭스 코리아

producer

에단 코엔

screenplay

에단 코엔

조엘 코엔

director of

photography

로저 디킨스

editors

로드릭 제인스

조엘 & 에단 코엔

트리시아 쿠크

production

designer

릭 하인리히

music

카터 버웰

production

companies

폴리그림 필름

엔터테인먼트

워킹 타이틀

프로덕션

executive

producers

팀 비베인

에릭 펠너

co-producers

존 카메론

executive in

charge of

production

제인 프레이저

production

supervisor

길리 루벤

production 

co-ordinators

그렉 에들러

unit production

manager

존 카메론

location manager

로버트 그랩

post production

supervisor

찰리 보젤

assistant directors

제프 래프너

콘트 마크 매틀

도날드 머피

script supervisor

T 쿨코빈스키

casting

존 리온스

associate:

웬디 와이드만

aerial cameraman

론 굿맨

camera operators

테드 모리스

visual effects

supervisor

자넥 시르

visual effects

더 컴퓨터 필름

컴퍼니

visual effects

producer:

자넷 예일

compositing

artists:

데이빗 퍼러

트래비스 보만

도노반 스코트

3D artist:

로버트 쇼팽

paint artists:

캐티 헤커

수잔 에반스

맷 데세로

mechanical

effects designer

피터 치즈니

graphic designer

브래드포드 리차드슨

big associate

editor

빅 데이브

딜리베르토

art director

존 덱스터

set designer

마리코 브래스웰

set decorator

크리스 스펠만

storyboard artist

J 토드 앤더슨

costume designer

매리 조프리스

costume

supervisor

팸 위더스

make-up

supervisor

진 블랙

hair stylists

다니엘 쿠렛

title sequence/’

Gutterballs’titles

발스메이어 & 

에버릿 사

designer:

랜달 발스메이어

animation

producer:

캐시 켈레한

computer

animators:

다니엘 륭

아밋 세티

맷 맥도날드

게리 러

opticals

존 알라그나

effects house

야노스 필레니

orchestration

카터 버웰

소니 콤파넥

music supervisors

해리 월터스

executive in

charge of music

폴리그램 필름

엔터테인먼트

돈 솔레

music 

co-ordinators

스프링 애스퍼스

매니쉬 레이발

톰 울프

music editors

토드 카소프

associate:

미시 코헨

music engineer

마이클 패로우

music archivist

T 본 버넷

soundtrack

“the Man in Me”

by/performed by

Bob Dylan

“Ataypura”by

Moises Vivanco,

performed by Yima

Sumac

“Branded’theme

song”by Alan

Alch, Dominic

Frontiere

“Hotel California”

by Don Henley,

Glenn Frey, Don

Felder, performed

by The Gypsy

Kings

“Behave Yourself”

by Booker T

Johnes, Steve

Cropper, Al

Jackson Jr, Lewis

Steinberg,

performed by

Booker T & The

MGs

“Dead Flowers”by

Mick Jagger, Keith

Richards,

performed by

Townes Van Zandt

“Her Eyes Are a

Blue Million Miles”

by Don Vilet,

performed by

Captain Beefheart

“I Got It Bad &

That Ain’t Good”

by Duke Ellington,

Paul Francis

Webster,

performed by Nina

Simone

“I Hate You”by

Gary Burger,

David Havlicek,

Roger Johnston,

Thomas E Shaw,

Larry Spangler,

performed by

Monks

“Lookin’out My

Back Door”, “Run

through the

Jungle”by John

Fogerty, performed

by Creedence

Clearwater

choreography

빌 랜드럼

재퀴 랜드럼

sound mixer

앨런 비어

re-recording

mixers

마이클 배리

스킵 리브세이

supervising sound

editor

스킵 리브세이

dialogue editor

매그달린 볼라티스

릭 프리맨

giggles/howls/

marmots

윌리엄 프레스턴

로터슨

effects editor

루이스 골드스타인

ADR

editor:

켄톤 재쿱

foley

supervisor:

벤 치아

artist:

마코 코스탄조

mixer:

브루스 프로스

editors:

제니퍼 랄스턴

프랭크 컨

stunt co-ordinator

제리 휴윗

baby wranglers

패티 쿡

에일린 설리반

animals

애니멀 액터스

cast

제프 브리지스

Jeffrey Lebowski;

‘The Dude’

존 굿맨

Walter Sobchak

줄리안 무어

Maude Lebowski

스티브 부쉐미

Donny

데이빗 허들스턴

The Big Lebowski

필립 세이무어

호프만

Brandt

타라 라이드

Bunny Lebowski

필립 문

마크 펠레그리노

Treehorn thugs

피터 스토매어

Uli, nihilist

프리아

토스튼 보그스

nihilists

지미 데일 길모어

smokey

재키 켈러

Dude’s landlord

존 터투로

Jesus Quintana

제임스 G 후시어

Quintana’s partner

카를로스 레온

테랜스 버튼

Maude’s thugs

리차드 간트

older cop

크리스티안 클레멘슨

younger cop

돔 이레라

Tony the chauffeur

제라드 류로

Lebowski’s

chauffeur

데이빗 듈리스

Knox Harrington

루 엘로드

coffee shop

waitress

마이클 고메즈

auto circus cop

피터 시라구사

Gary the bartender

샘 엘리오트

the stranger

마샬 매네쉬

doctor

해리 부긴

Authur Digby

Sellers

제시 플라나건

little Larry Sellers

위 한 레보스키
The Big Lebowski

조엘코엔감독



제의를 한다. 교환은 듀드의 참견꾼 친구 월

터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고,  버니의 몸값은

그 로 듀드의 수중에 남는다. 그러나 그것

도 그것을 넣어둔 듀드의 차가 없어지면서

날아가버린다.

화가인 부자 레보스키의 딸 모드는 듀드

에게재키트리혼이 만든, 버니와 독일인니

힐리스트유리가주연한 포르노 화를보여

준다. 그녀는 버니가 몸값을 노리고 스스로

납치극을꾸몄을거라고믿고 듀드가몸값을

찾아오길바란다.  부자레보스키는듀드에게

버니의 것으로 보이는 발가락을 보여준다.

듀드는유리패거리의공격을받고, 볼링장에

서베일에 싸인카우보이스트레인저를만난

다.

듀드는 트리혼 씨를 만난다. 그는 빚을 받

아내기 위해 아직도 버니를 찾고 있다. 집으

로 돌아온 듀드는 모드와 잔다. 모드는 아이

를 갖기 위해 아버지 감으로 듀드을 조사했

었다고고백한다. 듀드는부자레보스키가레

보스키 재단에서 돈을 빼돌리기 위해 자기를

이용한 것을 알고 레보스키의 맨션에 그를

찾아간다. 버니는 발가락이 무사한 채로 돌

아와 있다.  볼링장에서 듀드와 월터는 니힐

리스트들과 싸움이 붙는다. 와중에 친구 도

니가 심장 마비로 죽는다. 스트레인저는 이

야기를 끝내며 꼬마 레보스키(모드의 아이)

가곧나올예정임을밝힌다. 

<파고>의 성공은 코엔 형제에 한 오

랜 신화를 잠재웠다. 그것은 그들의 작

품은 암시적이고 수수께끼 같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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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드’레보스키는 아내가 트리혼 씨에

게 빚을 지고 있는 백만장자 레보스키와 그

를 착각한 깡패들에게 곤욕을 치른다. 그들

은 듀드를두들겨패곤 깔개에오줌을갈기

고 떠난다.  분개한 듀드 는 변상을 받으러

자기와이름이같은하반신불구의백만장자

레보스키를찾아간다. 부자레보스키는그를

불쾌하게 하지만 얼마 후 그를 다시 불러

납치당한아내버니의몸값을전달해달라는

이렌 올가 로페즈

Pilar

루이스 골리나

Corvette owner

벤 가자라

Jackie Treehorn

레온 루솜

Malibu police chief

애지 커크랜드

cab driver

존 폴리토

private snoop

에이미 만

nihilist woman

제리 헬리바

Saddam

제니퍼 램

pancake waitress

워렌 데이빗 키스

Francis Donnelly,

funeral director

홀리 코플랜드

카렌 크리스틴베리

나탈리 웹

줄리 본드

킴 예이츠

엘리자베스 A 이튼

로리 조 버드셀

켈리 쉬린

키바 도슨

리자 C 볼타저

알리슨 심슨

린제이 펠렌바움

멜리사 애 스

캐서린 슬레이

제니퍼 S 그렛

다니엘 니콜 패리쉬

제니퍼 스트로바스

제이미 그린

케이트린 맥린

미쉘 E 스완슨

로렐 키튼

조엘 마티넥

에이미 틴컴

매리 리

산드라 플래지닉

브리 터너

캐리 메이시

재뀌 랜드럼

마티나 볼프

다니엘 마르커스

얀센

웬디 브라움

에이미 워렌

마이클

루디-미리코비치

dan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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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신화는 <파고> 이전의 그

들 화가 다양한 조직을 갖고 있어(바

람에 실려 날아가는 < 러스 크로싱>

의 모자, <허드서커 리인>의 원) 어

떤 전통적 내러티브 패턴과도 부합하

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들 작품은 언제

나 눈에 보이는 것 이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허탈감을 토 로 형성된 것이

었다.  <파고>까지의 모든 작품은 코엔

형제가 법칙에 따라 장르 게임을 할 생

각이 없으며 (아마도) 그렇게 열심히

화를 만드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석

연찮은 느낌을 주어 왔다. <위 한 레

보스키>는 그런 느낌을 확정적으로 만

든다.  ‘난장판을 위하여’가 부제로 붙

어도좋을정도다.

<위 한 레보스키>는 베일에 싸여 있

던 코엔 형제의 정체가‘타의 추종을 불

허하는 순수한 재미 지상주의자’임을

밝혀 준다. 관객과 추리물이란 장르를

희생하며 오로지 재미만을 추구하는 이

화는 처음부터 내러티브에 어떤 내용

이 있기를 기 하지 말도록 경고한다. <

빅 슬립>을 연상시키는 제목과 함께 우

리는 레이몬드 챈들러 스타일의, 오직

재미만을위한미로에빠져든다. 스토리

는 요란한 캐릭터와 꼼짝 없는 궁지, 적

나라한 개그 등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만끽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코엔 형제는 오프닝 시퀀스에서부터

우리에게 달려든다. 윌로저스풍의 사

색적 카우보이‘스트레인저’의 느릿느

릿한 나레이션은순간웨스턴을기 하

게 만든다. 그러나 바람에 날린 텀블위

드는 챈들러 시 보다 훨씬 거친 도시

판 뉴프론티어,  90년 초의LA로날

아들어간다. 제프브리지스의 다된건달

듀드는“자신이 속한 시 와 공간의 총

아”이며 그에 맞는,  로버트 알트만의<

롱 굿바이>(79)의 엘리옷 굴드보다 더

한 찌든 몽롱함을 보여준다. 듀드는 빚

쟁이들이 망쳐 놓은 깔개를 변상받겠다

는소박한동기에서결과가뻔한모험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가 찾는 것은 자기

와이름이같은백만장자가던진물음에

한 답이기도 하다. 그것은 “어떤 사

람으로 하여금‘레보스키 씨’로 불리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하는 것이

다. 그것은 듀드를 사실상‘존재하지 않

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세상에 한

물음이다. 자동차를 잃는 것이 곧 거세

를 의미하는, 차갑고 적 적인 표면의

문화말이다. 

<위 한 레보스키>는 <커터스 웨이

Cutter’s Way>나 아서 펜의 <나이트

무브> 같은 70년 의 네오 챈들러풍 스

릴러를 연상시킨다.  <나이트 무브>는 <

빅 슬립>의 광적이고 제멋 로인 오프

닝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 주인공 형사

처럼, 듀드는 미로란 빠져나가려 할수

록더욱더빠져나가기어려워진다는것

을 알게 된다. 그러나 코엔 형제는 신

경질적으로꼬이는플롯 자체를무용지

물로 만듦으로써 그 도상에 놓인 많은

심술궂은장치들이단지듀드의여가시

간을뺏기위해고안된장애물일뿐임을

과시한다. 부자레보스키의실종된프로

노스타인아내를찾아나서는듀드가헤

쳐나가야 될 세상은 사악한 세상이라기

보다 기묘하고 거짓된 행세로 가득한

세상이다. 듀드는 그 여로에서 허공에

매달려 그림을 그리는 부자 레보스키의

딸 모드(줄리안 무어)와 마모트를 무기

로 삼는 독일인 니힐리스트 유리(피터

스토메어)를만난다. 

코엔 형제는 여기서 70년 를 풍미한

범죄소설까지두루섭렵한실력을보여

준다. 시 감 넘치는 조크들은 킨키 프

리드만(「J 에드가 후버의 노래」, 「존 웨

인에게 축복 있으라」)이나 제임스 그럼

리(「멕시칸 트리 덕」)의 세련된 나른함

(액션을 플롯에 따라서가 아니라 거기

에 할애된 시간에 따라 분석해야 하는)

을 보여준다. 얽히고 설킨 플롯은 줄리

안 무어를 복수심에 찬 발키리로 하는

요란한버스비버클리패로디같은신랄

하고 반복적인 악몽이나 수많은 카메오

를위한장치일뿐이다. 연기는 이 화

는코엔 화다라고선언하듯 등장하는

스티브 부쉐미나 존 터투로 등‘코엔 배

우’들에 의해 예상 로 풍성해진다.  그

<빅 레보스키 > 제프 브리지스, 존 굿맨



트루먼 버뱅크는 시해븐 섬에 살고 있다. 그

는 아버지가 보트를 타다 익사한 후 물을 겁

내게 되어 한 번도 섬을 떠나 본 적이 없다.

간호사인아내메릴과보험세일즈맨으로 살

아가는그는아무런불만이없다. 다만 한가

지, 한때그와사랑에빠질 뻔했으나강제로

피지로 끌려간 로렌 생각으로 괴롭다. 트루

먼 버뱅크, 그는 실은 출생과 함께 텔레비전

쇼에 입양되어 그 쇼와 함께 자란 쇼의 주인

공이다. 크리스토프란 연출자가 감독하는 이

‘트루먼 쇼’는 트루먼 버뱅크의 삶을 하루

종일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라이브 쇼로, 트

루먼을 제외한 주변 인물 모두는 직업 배우

들이다. 수백만의 시청자가 트루먼의 반평생

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았으며 로렌(본명은

실비아. 그녀는지금트루먼의자유를요구하

중 제일은 인상적인 카메오를 장식한

이 시 최고의 성격 배우, <부기 나이

트>의 필립 세이무어 호프만이다. 우스

꽝스런‘현 성’은 별로 어필하지 않는

부분이다. 줄리안 무어의‘질 예술가’(<

서바이빙 피카소>에서의 사이코 캐릭터

도라 마르에 한 조롱인 듯), 피터 스

토메어의쉭쉭거리는거한. 그러나이런

캐릭터들은 코엔 형제의‘아름답지 못

한 LA’초상에 디테일을 제공한다. 듀

드는 삭막한 인생 바닥(구역 깡패 존

터투로의현란함으로 더욱강조되는천

박한 싸구려 볼링장)과 선택된 인간들

의 특구(레이몬드 챈들러의 스턴우드

맨션을 둘러쌌던 어두운 비 조차 더이

상 위협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이 가짜인

세계)를 순환한다.그 속에서 70년 시

애틀 세븐의 활동가요, 휴런항 선언의

조인자인 듀드는 이제는 역사의 농담처

럼되어버린반문화의길잃은이상주의

자다. 그러나 그를 존경하게 되는 것은

그의 그런 낡은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그를잠식한해묵고완고한타성이그로

하여금 어떤 타락에도 빠지지 않게 하

기 때문이다. 그는 고상한 아웃사이더

다. LA의 시 정신에서 점잖게 한발

물러서캡틴비프하트를듣고택시운전

사가 이 스를 틀자 경기를 일으키는.

듀드역에 제프브리지스를캐스팅한것

은 헐리우드의 마지막 선량이란 그의

이미지를 이용한 것이다.  그는 타협하

지 않는 양심을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배우다. 그는 유태교로

개종한성마른월남전베테랑존굿맨과

인기 시트콤에서나 볼 수 있는 치 하

게호흡맞춘듀오 연기를보여준다. 결

국 <위 한 레보스키>는 그게 전부인

지도 모른다. 「사인펠드」스타일의‘알

맹이 없는 화’, 또는 코엔 형제가 웃

기 위해 만든 화(듀드 레보스키는 코

엔 형제의 지기인 제프‘듀드’ 도드를

모델로 창안된 캐릭터로, 그는 실제로

시애틀 세븐의 활동가 다고 한다). 그

러나어찌됐든 이렇게비논리적이고이

렇게 자족적이며 이렇게 복잡다단한

화를만든것은작금의미국 화계에서

일종의무용이라하지않을수없다. 

<위 한 레보스키>는 미국의‘듀드’

화 미학을 위한 한방이다. 그 결과는

말로위처럼 듀드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구원받을필요가없다. 그

가 사는세상과굳이 보조를맞출필요

도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즐거움

을추구하는코엔형제도수수께끼든뭐

든자기만의편안한세계에남아있기를

선택했다.   

JONATHAN ROM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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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렌 클레인

rotoscope artist:

마크 루이스

digital technician

supervisor:

토니 스귀에 리아

digital imaging

technician:

크리스 레이건

digital imaging

scheduler:

부르스 블록

digital

compositing

컴퓨터 필름 컴퍼니

digital compositing:

자네크 서르

스텔라 보흐

자넷 예일

데이빗 푸러

트래비스 바우만

에릭 웨인스첸크

딜란 카터

3D matte

paintings

매트 월드 디지틀

visual effects

supervisor:

크레이그 배런

executive in charge

of production:

크리스티나

데모코비츠

visual effects

producer:

마틴 마츠징어

chief digital matte

artist:

크리스 에반스

digital matte

artists:

브렛 노스컷

캐롤린 그린

digital composite

supervisor:

폴 리베라

digital compositor:

토드 R 스미스

3D modeller:

모간 트로터

3D

model/texutures:

토드 시에첸

motion control

photography:

패트릭 린

additional visual

effects

어베일러블 라이트

EDS

스터버 비주얼

네트워크

boat effects

designer

피터 체스니

special effects

라즈 앤더슨

special effects crew

Florida:

토마스 키틀

더트 딘달

아미크 애보가스트

LA:

채드 발버겐

짐 프레드버그

롤란드 로우

톰 워드

special atmosphere

effects:

볼란 제트 에어

graphic designer

에릭 로젠버그

compuetr

displays

넬 클라크

additional editing

케빈 D 로스

special design

consultant

웬디 스타이츠

art director

리차드 L 존슨

set designers

토마스 민튼

오딘 R 올덴버그

set decorator

낸시 하이

storyboard

illustrator

조 그리피스

custume designer

마릴린 매튜

costume

supervisor

매리 C 레인

make-up artists

supervisors:

론 버틀리

브래드 와일더

additional:

캐더린 버클리

스테파니 이스트번

hairstylists

supervisor:

베트 아이버슨

헤이즐 캣멀

additional:

로날드 스코트

엘리자베스 F 라발리

랜다 스퀼라코테

title 

시네마 리서치

코포레이션

tru-talk titles

sequence design

이매저나리 포스

opticals

퍼시픽 타이틀

Phillip Glass

music producer

커트 먼카시

music editor

버니 앤드류

soundtrack

Third Movement ‘

sound design

리 스미스

production sound

아트 로케스터

re-recording

mixers

필 헤이우드

마틴 오스윈

dialogue editors

팀 조단

앤드류 플레인

effect editors

릭 리즐

피터 타우넨드

ADR

mixers:

밥 배런

supervising editor:

카린 위팅튼

foley

walker:

존 심슨

recordist:

줄리 피어스

marine 

co-ordinator

필 킹그리

video

producer:

릭 위트필드

camera operators:

제이 네프씨

토마스 L 룽

editor:

짐 세빈

stunt co-ordinator

팻 베네타

animal trainers

쉐릴 해리스

태미 블랙번

cast

<트루먼의 세계>

짐 캐리

Truman Burbank

로라 리니

Meryl

노아 에머리히

Marton

나타샤 맥엘흔

Lauren/Silvia

홀랜드 테일러

Truman’s mother

브라이언 드라테

Truman’s father

블레어 슬레이터

young Truman

피터 크라우제

Lawrence

헤이디 스찬츠

Vivien

론 테일러

Ron

던 테일러

Don

테드 레이몬드

Spencer

주디 클레이튼

travel agency

피츠 도미니끄

앤젤 쉬미에트

나타샤 쉬미에트

Truman’s

neighbors

뮤리엘 무어

teacher

말 존스

news vendor

주드슨 바흔

insurance 

co-worker

얼 힐라드 주니어

ferry worker

데이빗 앤드류 내쉬

bus driver/ferry

captain

짐 타워스

bus supervisor

사바나 스와포드

little girl in the bus

안토니 코론

마리오 어니스트

산체스

security guards

존 로셀리우스

man at beach

카데 코테즈

Truman, four years

마시아 드보니스

nurse

샘 키친

surgeon

세바스티안 블러드

orderly

데이브 코리

hospital security

guard

마크 알란 로트

policeman at power

plant

제이 살터

토니 토드

policeman at

Truman’s house

마르코 루베오

man in the

Christmas box

다릴 데이비스

로버트 데이비스

couple at picnic

table

R. J 머독

production

assistant

매튜 맥도우

래리 맥도웰

men at newstand

조셉 루카스

ticket taker

로간 커크세이

TV host

<크리스토퍼의 세계>

애드 해리스

Christof

폴 지아매티

아담 토메이

control room

directors

해리 쉬어러

Mike Lichaelson

우나 데이먼

Chloe

필립 베이커 홀

존 플레쉐

network executive

필립 라스

존 프래 크

keyboard artists

<시청자>

오-랭 존스

크리스타 린 랜돌프

bar waitresses

조 민자레스

bartender

알 포스터

조안네 르로이

리 슬레이빈

bar patrons

테리 카 레

man in bathtub

도나 하비

자넷 러

senior citizens

조엘 맥키넌 러

톰 시몬즈

garage attendants

수잔 안젤로

mother

카티 스미가

daughter

유지 오쿠모토

키요코 야마구치

사에미 나카무라

Japanes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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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에 한 은 한 추

억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트루먼 버뱅크가

어느 날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해 의구심

을 갖게 된다. 그를 가장 의심스럽게 한 것은

죽은아버지(실은아버지역을 맡았던배우)

가 군중 속에 가끔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이

다.  크리스토프는 급히 버뱅크 부자의 상봉

을 연출하지만 트루먼의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는메릴을데리고도망치려다좌절

당한다. 그는 이불 속에 인형을 집어넣어 카

메라를 속이고 요트를 몰아 바다로 나간다.

크리스토프는 컴퓨터로 조작한 날씨로 배를

거의난파시키지만트루먼은굴하지않고 항

해를계속해세트끝에도달한다. 크리스토프

는마지막으로 트루먼을설득하려하지만그

는 세트의 문을 열고 진짜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간다.

화평론가와시사회관객은 때때로아

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특혜를 누린다.

화가 홍보되고, 분석되고, 모두의

화가 도마에오르기전, 화의좋은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처음

의 광채를 잃고 평범해지기 전 극장에

들어가텅빈머리로 화를 볼수있다

는 것이다. 나는 몇달 전 줄거리를 전혀

모른채 <트루먼쇼>를볼수있었던 것

을 정말기쁘게생각한다. 지금은, 열성

적 화팬들은 이미 화의 내용이나

주제를다 알고있을것이다. 어느모로

보나 평범 그 자체인 보험 세일즈맨 트

루먼 버뱅크(짐 캐리), 일견 행복한 결

혼 생활을하고있는이보통사람트루

먼이 실은 어느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

의 주인공이라는. 따라서 지난 여름 미

국에서 거둔 <트루먼 쇼>의 흥행 성적이

나 각지의 흥분된 리뷰(<트루먼 쇼>가

코믹 배우 짐 캐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했나, 현 인의 삶에 한 미디어의 침

투를 어떻게 보여주었나) 같은 여러 가

지 정보들을 먼저 접한 관객들은 <트루

먼 쇼>가 제공하는, 하나 하나 믿기 힘

든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겪게 되는(

화 속 트루먼 버뱅크와 똑같다) 충격과

카타르시스를맛볼수없을것이다. 

이 화에철학적깊이는별로없다고

말하는 평론가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여기서 피터 위어 감독이 사람을 사로

잡는연출력을보여준다는것이다. 화

속 텔레비전 시리즈(‘트루먼 쇼’)의 오

프닝크레딧이마치 화의그것인양나

오는 오프닝 시퀀스에서부터 그 점은

분명해진다. 그러나여기서는뭐가어떻

게 돌아가는 건지 알기 힘들다. 트루먼

의 처 메릴(로라 리니가 분한, 분홍빛

볼을 한 사랑스럽지만 수상쩍은 여자)

은 자기들 부부의 삶이‘축복받은 인생’

이라고 말한다. ‘트루먼 쇼’의 기획 및

연출자인 크리스토프(마약 딜러와 가부

키 무 담당을 섞어 놓

은 듯한, 검은 옷으로 쫙

뺀 에드 해리스)는“이

쇼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

은 모두 진짜입니다.  단

지 통제된 진짜일 뿐”이라

고 말한다. (이런 전지성

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

트루먼 쇼>의 예고편이었

던 피터 위어의 75년작 <

행잉 록의 피크닉 Picnic

at Hanging Rock>의 히

피적 초월주의와 비슷하

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비로소 앞서 나온 어둡고

기묘한 앵 의 쇼트들과

‘통제’가 피터 위어의 미

학적 과시의 산물이 아니

라 트루먼 버뱅크 주위에

도사린 몰래 카메라, 즉

화 속 화(텔레비전

시리즈「트루먼 쇼」)를 찍

는 카메라의 주관적 시점

임을 알게 된다. 메릴이

만능 주방기구(나중에 코믹한 무기로

둔갑하는)의 장점을 설명하며 부자연스

럽게호들갑을떠는장면에서우리는협

찬사를 생각하고소품을배치하는텔레

비전 쇼의 과장된 말투를 실감할 수 있

다. 

이렇듯 <트루먼 쇼>는 전부 사기지만,

거기에는음미할사소한것들이많이있

다. 위의 주방 기구처럼, 화는 소품과

세트 드레싱의 은 한 눈속임 속성을

즐겁게까발린다.  비정상적으로커다란

달(여기서 모든 척도는 기막히게 왜곡

된다. 러쉬모어 산의 개그를 주목해 보

라)은 크리스토프의 관제탑이다. 펄럭

귀의 착한 이웃집 개는 마을 사람들이

사라진트루먼을찾아나설때사나운공

격자로 변한다. ‘트루먼 쇼’의 무 인

거 한 원형 세트처럼 모든 것은 원형

또는 반복적이다. 골프 공은 트루먼의

첫사랑이떠나간피지가얼마나먼곳인

지 설명하는데 쓰인다. “피지는 정확히

지구 반 편에 있어. 그 이상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오게 되지”마찬가지로, 트루

먼의저항이시작되는곳도빌딩의회전

문이다. 물론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

장 큰 개그는 짐 캐리를 주인공에 캐스

팅했다는 것이다. 그 이름‘트루먼’도

다분히암시적이다. 캐리는조울증사기

꾼 이미지를 트레이드마크로 경력을 쌓

은 배우다. 그는계속거짓말을하는징

크스에 빠진 <라이어 라이어>의 변호사

처럼보는이의신경을건드리는페르소

나다. 그런데 <트루먼 쇼>의 그는 세상

에서 진실만을 말하는(나중에는 속이

는 법을 배우지만) 유일한 인간이다. 그

러나, 거 한달을잡아보려뛰어오르는

몸짓이나 그가 짓는 미소에는, 요컨데

우리가 그가 화 속 화의 주인공이

란 사실을 모를 때부터 어딘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묘한느낌이배어난다. 

모든 것을 알고 나면 그것은 당연해

진다. 그는어쨌든태어나면서부터통제

된 환경 가운데서 카메라를 위해 (본의

는 아니지만) 연기를 해온 인물이니까.

짐캐리의작위적이고광 같은페르소

나는 <트루먼 쇼>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와 맞아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트루

먼 쇼>는 오늘날 텔레비전이 얼마나 개

인의 삶을 침해하게 되었나, 벤덤/푸꼬

적 감옥이 디지틀 시 를 맞아 얼마나

통제 불가능해졌는가에 한 알레고리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트루먼 쇼>의

가장신랄하고정곡을찌른통찰은우리

모두가 속으로 얼마나 텔레비전의 주인

공이 되고 싶어하며 우리 자신의 삶이

드라마화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이다.

<트루먼 쇼>를 보고 극장을 나서면 한동

안 세상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

닌가 하는 기분에 빠지며 트루먼(매일

아침 거울을 향해 이런 저런 다른 사람

이되어보곤하는)에공감하게된다. 

물론 이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유

아론은 제임스 조이스의『율리시즈』로

부터블라디미르나보코프, 그리고필립

K 딕의 모든 작품(『Time out of Joint』,

『Flow My Tears』, 『The Policeman

Said』와 <트루먼 쇼>의 놀라운 유사성

을 보라)에 이르는 모더니즘 문학의 주

요 테제 다. 그러나 화와 텔레비전

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책의 경우는

일인칭으로 쓰든 삼인칭으로 쓰든 독자

는 언제나 인형 조정자의 존재를 알고

있다. 쓴다는 것 자체가 바로 유아론적

과정이기때문이다. 그러나협업을본질

로 하는 화는 그 특성상(그리고 그것

을 집단적으로 보게 된다는 특성상) 최

소한의사회적리얼리즘을요구한다. 완

전히주관적시점이란 화에서달성되

기 어렵다. 우리는 곧 트루먼을 따라가

는 초반부의 기묘한 쇼트들이 카메라의

눈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관제

탑에있는크리스토프를찍은것은누구

인가? 집안에서 TV로 트루먼을 보고

있는 실비아를 보고 있는 것은 누구(혹

은어떤존재)인가? 

그러나 <트루먼 쇼>는 인간의 창조 욕

구, 그리고 이 포스트 다위니즘 시 에

진짜 힘을 가진 존재는 멀리 있는 공인

들, 우리의 자유 의지를 가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힘 뿐이란 두려움과 희망에

한감동적인성찰이다. 유아론이우리

를 사로잡는 것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

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한다는 생각은 인

간에게 공포를 주는 동시에 위안이 되

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루만 쇼>에서

주인공은 그 한계를 넘어선다. 결론은

밝히지않겠지만그것은 다행스러운동

시에가슴선뜩하게중의적이다. 트루먼

과 시청자들은 열성 팬들이 입은 T셔

츠에 쓰여진 로고, 즉‘트루먼 쇼’의 맺

음말을 갈아치우기로 결정한다. 그것은

‘어떻게될까요?’이다.

LESLIE FELPERIN

SIGHT&SOUND

< 트루먼쇼> 짐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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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가된해수욕장주변에있는새장여인숙

에 창녀 진아가 도착한다. 여인숙집 딸이며

학생인 혜미는 그녀를 보는 순간부터 멸시

와 증오에 찬 시선을 보낸다. 어릴 적부터 매

춘업을보아온혜미는그에 한컴플렉스와

함께 성적 결벽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혜미는 처음부터 진아를 친근하게 하는 동

생현우가못마땅하다. 

다음날, 혜미는 아침부터 진아방에서 흘러

나오는 교성에 신경질을 내고, 현우는 자못

호기심어린 시선을 보낸다. 혜미는 남자친구

진호의 사소한 스킨쉽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며결혼할때까지참아달라고말한다. 진아는

낮의 여가시간을 이용해 미술학원에 다녀온

던길에혜미의아버지가담에그림을그리는

것을발견한다. 옆에서구경하던진아에게성

욕을느낀아버지는진아를강제로끌고가섹

스를 한다. 잠시 후 혜미는 다시 그림을 그리

고 있는 아버지에게 반갑게 다가가지만 아버

지의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 태연

하게식사를하는아버지와진아를보며경멸

의 시선을 보내던 혜미는 창피해서 남자친구

도 집에 못 데려오겠다고 불평을 한다. 진아

는자신을지긋지긋해하는혜미의시선을느

끼며따로밥을먹겠다고하지만어머니는두

번설거지하기귀찮다고핀잔을준다. 진아에

게 사진을 갖다주러 간 현우는 누워 있는 진

아를엿보다들킨다. 

여인숙에는한낯선사내가찾아온다. 그는

진아의기둥서방인개코로, 진아에게다시도

망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며 여인

숙에눌러앉는다. 얼마후진아는산부인과에

서 중절수술을 하고 나오는 길에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지나가는 혜미를 발견하고는 우산

을 씌워주려고 한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집에 돌아온 혜미는 진아에게 다짜고짜 신분

이 틀리다고 다구친다. 진아방에 도청장치를

한 현우는 진아가 변태에게 당하는 걸 알게

되고어쩔줄을몰라하지만결국아버지의제

지로진아는가까스로구해진다. 

바닷가에 가서 그림을 그리던 진아에게 현

우는공모전에낼것이라며누드사진을찍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사진을 찍은 후 진아는

아직한번도경험이없다며섹스를하게해달

라고 하는 현우의 간청을 들어준다. 한편 진

호는 혜미를 여관까지 데리고 가지만 혜미에

게 완강하게 거부당하자 여인숙에 가서 진아

의 방을 찾는다. 어머니는 혜미가 진호를 인

사시키러 오게 되자 진아에게 피해 있으라고

부탁한다. 그러나술이취해서돌아온진아는

진호를보고비아냥거린다. 그로써진호가진

아의 방을 찾은 걸 알게 된 혜미는 분노하고,

진호는 계속 그게 남자의 속성이라며 변명을

한다. 동생의방에들어갔다가도청장치를발

견한 혜미는 현우마저 진아와 관계를 맺었음

을 알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진아가 그

려준 초상화를 보며 기뻐하는 걸 보며 화가

치 어넌지시현우가진아방에갔다는걸알

려준다. 결국어머니는진아에게나가라고소

리지르면서도 막상 그녀가 떠나려 하자 새로

일할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는 머무르라고 한

다. 그 무렵 개코는 가판 에 있는 도색잡지

에 진아의 누드 사진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

하고는 현우가 잡지사의 속임수로 생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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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문
김기덕 감독

이기 때문에 돈이 있을 턱이 없는 진아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구타한다. 이 사실을 알고

갑자기 진아에게 동정심을 느낀 혜미는 진아

의 역성을 들고, 아버지는 개코를 흠씬 패줘

몰아낸다. 그날밤, 진아가죽어있는꿈을꾸

다깨어난혜미는이상한생각이들어진아의

방에들어가서손목을그은진아를발견한다.

진아가병원에가있는사이에혜미는진아의

방을살펴보며그녀역시자신과똑같은이십

초반의 여자라는 걸 깨닫는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아에게 마음을 열어보임으로써 화

해를청한혜미는진아 신손님을받는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김기덕 감독

의 화는 세상과의 싸움이다. 그의

화에는언제나나와타인의경계를미리

그어놓고 그것을 이항 립항으로 만들

어서그사이에존재하는갈등을다루어

보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세상으로까지 확산되어지는

까닭은나와타인사이에는계속해서복

수의타인들이자리잡고그관계가중첩

되는과정을거치면서그속에서권력의

위계질서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나’와

‘나 아닌 자’가 이루어낸 경계 자체가

나와 세상을 하나의 립항으로 만들어

놓은 <악어>가 그 관계의 사슬망 안에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순과 부

딪혀나가는이야기가되었다면, 두인물

이배신하고배신당하고, 상처입히고상

처입고, 용서하고용서하며서로한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갔던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그 관계 위에 구조화된

범죄의 세계라는 상위의 질서를 마

주하게하 다. 

이런 의미에서 그 연장선상이면서

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파란 문>은 한 여인숙에

서 함께 살아가는 두 여자에 관한 이

야기이다(지금까지 그의 화와는

달리 화 속에서 남자들은 주변으

로 물러난 것이다). 여기서 서로

립하는 두 여자는 주인집 딸이며

학생인 혜미와 그의 여인숙에 도착

한 창녀 진아이다. 혜미는 진아를 끊

임없이 증오하고, 진아는 그걸 화해

로 돌리려고 하지만 그 증오의 시선

은 쉽게 걷혀지지 않는다. 이 일방적

인 갈등의 원인은 혜미의 성적 결벽

증이지만 혜미가 애써 자신과 진아

를 차별화하려 하려고 노력할수록

환기하게 되는 것은 여성이라는 동

질감이다. <파란 문>은 말하자면 혜

미가 증오와 편견의 시선을 거두어

가는 과정이다. 화는 진아의 시선

을 따라가지만 그 축을 혜미에게 옮

겨 그녀의 변화해가는 모습을 지켜

본다. 그래서 진아는 화 안에서 중

심을 이루고 있는 인물이지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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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그 자체로 비어 있는 인물이된

다.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

는 가시화되지 않으며, 그들 사이에 자

리잡은 것은 오직 그 두사람의 감정, 그

리고 섹스에 한 태도인 것처럼 보이

며,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지런히 정렬된 이야기로 전

달되어진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김기덕

감독은 여기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

다. 오히려 <파란 문>은 둘 사이의 화

해의 과정이라기보다는 혜미가 진아를

이해해가는 과정이다. 진아가 변화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그녀가 직업으

로 삼고 있는 매춘은 사회적 관계이고,

사회가바뀌지않으면직업의윤리는바

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마

지막순간태도가변화하는것은혜미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중요

하게자리잡고있는것은혜미가자신을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관계들이 모두 진

아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

는것이다. 그리고이것을모두성적인코

드로단일화시킨채새장여인숙자체를

세상에 한알레고리로만들려고한다.

그래서 여기서 혜미가 비로소 진아를

이해하고기이한우정이생기게하는과

정을환타지의구조안에서이루게하

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이다. 이것은

더없이따뜻한결말을향한것처럼보이

면서도결국에는아무것도바뀌지않는

세상에 한 절망의 은유이다. 오히려

그 어조는 놀랄 만큼 낮춰져 있지만 이

것은세상의질서에다가간것이라기보

다는 자신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신

세상에 맞선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요구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악어>가 이해되

기를 거절하고 자멸하는 화라면 <파

란 문>은 간절히 협상하는 화이다.

화가 끝나면서 아무것도 아닌듯 흘러

가버린 것처럼 보이는 새장여인숙 안의

일상이 섬뜩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

다. 결국 <파란 문>에서 변한 건 김기

덕감독의세계관이아니라그것을말하

는 방법으로서의 강조점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질문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 과

연 그 화해는 파란 문을 넘어서서 바

깥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에도 유효해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파란 문 안의

세상은 <악어>의 확 된 물밑 공간에 불

과한지도모르기때문이다. 그의세상은

점점 더 좁아져가고 있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손쉬운 협상을 끌어내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파란 문>은 세상으로

부터의도피일까, 아니면세상의축소일

까?

이종은 기자

KINO

야간 근무원으로 근무하는 순박한 소시민 프

랑크는 어느날 우연히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갔다가그의뒷자리에앉은유명스타가키스

하는모습을찍던파파라치미셀의사진에함

께 잡혀 잡지 표지에 실린다. 이 사진으로 인

하여 근무 중에 축구 경기장에 간 것이 들통

나해고를당한프랑크는억울하고분한마음

에사진을실은DQ 잡지사를찾아간다. 프랑

크는사진을찍은파파라치‘RR’을만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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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
Paparazzi

알랭베르브리앙감독

하지만저작권을뜻하는‘RR’을가명으로하

는파파라치를프랑크로서는찾을길이없다.

실직이 되어 별달리 할 일도 없던 프랑크는

잡지사에서만난미셀을따라그가연애인커

플의 사진을 찍는 것을 돕는다. 그러나 융통

성없는프랑크는연예인커플을찍다가되려

그들에게몰매를맞는다.

미셀을 쫓아다던 프랑크는 그에게서 파파

라치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파파라치라는

직업에 한매력을느끼기시작한다. 이자벨

아자니의사진을얻기위해그녀의뒤를쫓던

미셀은그녀가LA로간다는정보를입수하고

프랑크에게차를맡기고공항으로간다. 미셀

의 차를 그의 집에 주차시키러 간 프랑크는

그의 빌라에 들어가 주인행세를 하면서 한껏

기분을 내본다. 미셀은 공항으로 가던 중 어

릴적부터절친한친구이자인기가수인상드

라의전화를받고돌아온다. 미셀에게걸려온

전화를 받은 프랑크는 미셀을 신해서 나이

트 클럽 폭스에서 유명배우들과 어울리는 아

랍 갑부의 사진을 찍어 준다. 다음날 프랑크

는자신이배우에게얻어맞던그장면이미셀

에 의해 다시 잡지사의 표지를 장식한 것을

본다. 프랑크가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안하던

외박을 3일씩이나 하자 프랑크의 아내는 미

셀에게 시큰둥하게 한다. 미셀은 프랑크에

게 아내를 구슬러서 미장원에 자주 출입하는

배우들의 정보를 캐내자고 제안한다. 미셀과

프랑크는 이번에는 사고로 누워있던 카레이

서가붕 를푼다는소식에그가입원해있는

병원으로 향한다. 의사로 위장하고 성공적으

로사진을찍은미셀과프랑크는사진을마그

마사에 팔려고 방문하지만 나름 로의 원칙

이 확고한 편집장은 그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냉정하게 거절한다. 편집장실의 벽에 붙어있

는 팩스지들 사이에서 강간죄로 투옥된 경력

을가지고있는난폭한권투선수탓슨과의표

지촬 스케줄을알아낸미셀은프랑크와함

께마그마잡지사의사진기자로위장하여탓

슨이 묵고 있는 호텔로 간다. 그들은 베란다

를 통해 탓슨의 가십사진을 찍는데 성공하지

만가짜임이들통난다. 탓슨의핵주먹에박살

이 날 뻔한 위기를 겨우 모면한 미셀과 프랑

크는완전한한건을올리기위해나이트클럽

의 여급 베네딕트를 이용하여 탓슨이 베네딕

트를 추행하는 장면을 찍으려 한다. 비디오

카메라까지 동원한 그들은 계획 로 가장 값

나가는 장면들을 찍는 데는 성공하지만 발각

되어카메라까지박살이나고목숨만겨우구

해서도망친다. 집으로돌아온프랑크는자신

의빌라가그에게원한을품은사람들에의해

쑥 밭이되어있음을발견한다. 미셀은점차

자신의직업에회의를느끼기시작한다. 상드

라는 애인인 모델 벤자민이 자신에게 시큰둥

해지자 돌아선 그의 마음을 돌리고자 미셀에

게 자신과 테니스 선수 에릭 메이어가 같이

있는 사진을 찍게 해 줄 것을 부탁한다. 파파

라치라는 직업에 흠뻑 빠져든 프랑크는 미셀

로부터 독립하여 본격적으로 개업을 하지만

제 로 건수를 올리지 못한다. 그러던 중 프

랑크는 상드라가 미셀과 같이 있는 장면을 목

격하고 상드라의 뒤를 밟으며 그녀를 찍는다.

그녀가 미셀을 만나고 벤자민을 만나는 장면

이 차례로 잡지사로 넘어간다. 미셀은 프랑크

에게 사진을 공개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프랑

크는 잡지사로 가지만 이미 초판이 인쇄된 후

다. 프랑크의 사진은‘RR’이라는 이름으로

잡지에 실리고 잡지를 본 벤자민이 그녀를 외

면하자 상드라는 자살을 기도한다. 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상드라를 발견한 미셀은 앰뷸런

스를 부르고 현장에 도착한 무수한 파파라치

들에게사진을찍힌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미셀은 우연히

지하 주차장에서 프랑크를 만난다. 미셀은 파

파라치일을그만두고마그마사의편집장과결

혼하여그녀의잡지에보도사진을찍어주고있

었고 프로 파파라치가 된 프랑크는 주차장 경

비원으로위장근무하면서이자벨아자니의사

진을찍을기회를호시탐탐노리고있었다. 

얼떨결에 당 최고로 잘나가는 브루스

윌리스도 불가능하다는 2주 연속 잡지

표지 모델이 되는 광(?)을 누리지만

그 덕에 직장도 잃고 아내로부터도 이혼

을 당할 위기에 놓인 프랑크는 일급 파

파라치인 미셀을 만나면서 그들의 짜릿

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파파라치라는

직업은 마치 007 화를 방불케 하는 첩

보전(?)의신나는경험을제공하고순간

포착만 잘하면 부유한 생활이 보장되기

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비난의

상이 되기도 한다. 파파라치 사진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잡지사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다. 스타들의 시시콜콜한 사

생활들을담아내는데에있어서는‘다른

잡지와 비교하지 말아달라’는 가십전문

잡지사에는 매일같이 테러를 방불케하

는 피해자들의 보복행위와 욕설이 난무

한다. 처지는 사진제공자인 파파라치에

게도 매한가지.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진을 공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항

상 사람들의 멸시와 혐오의 상이 된

다. 그러나 순진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프랑크의 눈에 비친 파파라치는 일확천

금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직업으

로만 보인다. 처음에는 아들에게조차도

“아빠, 파파라치 맞아?”라는 소리를 들

으며 무시를 당하지만 늦바람이 무섭다

고 프랑크는“이들 중에서 나중에 누가

뜰지몰라”하면서신생아실아기들을찍

어 는 미셀보다 한술 더 뜨기 시작한

다. 그리고 급기야 미셀은 자신의 업보

처럼 청출어람하게 된 프랑크에게 파파

라치 당하게 된다. 전체적인 이야기 구

조가 <마이 뉴 파트너>에서 보여졌던 버

디 코미디의 컨벤션을 그 로 따르는 <

파파라치>는물화된자본주의사회의단

면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이 모든 비판의



가십성 기사들을 쓰는 방식을 그 로

차용하면서 파파라치와 연예인들을 끌

고 들어와 그들의 이름을 무자비하게

도마위에올려놓고멋 로요리한다.

98년 상반기 프랑스 흥행 화 중 하

나인 <파파라치>의 성공에는 <도시 속

의 인디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빠트

릭 땡지의 슬랩스틱에 가까운 좌충우돌

의 해프닝과 그의 짝패로 나오는, 우수

에 젖은 듯한 표정의 소유자인 뱅상 랭

동의 연기 변신이 큰 기여를 했음이 확

실하지만 <파파라치>의 진짜 매력은 수

많은 스타들을 언급하면서 인정사정 보

지 않고 마음 로 발가벗기고 간음하는

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머가 우

리에게 얼마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머

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위

성방송과 인터넷을 왕복여행하는 신세

들에게 파멜라 앤더슨이나 클라우디

아 쉐퍼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 화에

서는 탓슨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묘사되

는)은 익숙할지도 모르지만 프랑스와

유럽의 연예인들(이자벨 아자니는 예외

로 하고)을 알길이 없는 다수의 우리

들에게 <파파라치>는 낯선‘파파라치’

일 뿐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은

‘파파라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구경꾼이란

얼마나징그러운존재인가?

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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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보기의 비정상적인 열망은 중문화

사회에서 일종의 치유불가능의 질병이

면서 동시에 그 메카니즘의 필연적인

재생산 기능을 한다. 파파라치는 그러

한 중의 욕망에 한 산물로 탄생한

것이다. 결국 중들의 욕망과 문화산

업의 교집합 속에서 산출되어지는 스타

는 그 가로서 자신을 수많은 중의

시선에 강간당해야만 하는 숙명을 타고

난것이다. 

만일 <파파라치>가 스타의 재생산구

조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면, 이것은 전

미문의 자아비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파파라치>는 스타와 엿보기의

욕망에 한 가속도를 더하는 화이

다. <파파라치>는‘사진 잘 나오는 목

좋은 자리는 마누라와도 바꾸지 않는

다’는 투철한 프로의식으로 무장하고

사립탐정을 방불케하는 예리한 추리력

으로 스타들의 사생활을 캐내고 단‘한

건’으로 일확천금이 보장되는 파파라치

직업세계의 이모저모를 보여주며 아이

러니하게도 파파라치가 유명인사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찍어 듯이 파파라

치의 이야기들을 가십거리로 파파라치

한다. 이것은 화가 파파라치들에

해 비판적인 시선을 던지기는 커녕 그

자신의 소재인 파파라치조차 파파라치

하는 무서운 소비의 악순환인 것이다

(이 얼마나 현기증 나는가!). 그래서

화 <파파라치>는 파파라치의 열렬한 지

원자인 옐로 페이퍼들이 그 시시껄 한

발아들은재담의일부로날아가버린다.

다이아나 비의 사망과 연루되면서 더

욱세간의관심을모았던파파라치는유

명인사들이나 스타들을 쫓아다니며 사

진을 찍는 프리랜서 사진사들을 지칭하

는파파라초의복수형이다. 명칭의유래

는 페데리코 펠리니의 <달콤한 인생>에

등장하는 바람둥이 사진기자의 이름에

서따온것으로귀찮게달라붙는모기를

의미하는 파파타치와 번개를 뜻하는 라

토의합성어라는것이정설이다. 파파라

치는 비 화된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

의극점에서만들어진신종업종으로그

것은 스타와 중의 욕망, 그 메카니즘

의 사이에 위치한다. 웅이 사라진 시

에 그 빈 공간을 메우는 스타들은 에

드가모랭의말을빌리자면 으로현

에새롭게등장한신화의한부분을차

지한다. 부르주아문명과자본주의경제

가 꽃피운 부산물로서의 스타는 신으로

서의스타와상품으로서의스타의두개

의얼굴로 중들에게다가선다. 스타는

중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여

주며 중들의소비의사회화과정을담

당하는 기능을 하지만 더 많은 정보에

한 욕망과 알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엿보고 엿듣기의 욕망이 극 화 되면서

스타의 열렬한 숭배자들인 중은 과감

하게신성모독을저지른다. 그들은보여

지기위해제공되는스타들의공적 역

뿐만 아니라 그 뒷편에 놓여 있는 그들

의 사적 역까지를 엿보고자 한다. 훔

<파파라치> 빠트릭 탱지, 뱅상 랭동

And Odds & End…

화를 소개하는 내용은

광고에서 사용한 헤드 카피입니다. 

카피의 진담 여부는 믿거나 말거나!

모넬라Monella

감독틴토브라스

주연 안나 아마라띠, 안토니오 살리네스,

패트릭모워

“말괄량이 로라가 펼치는 신선한 성( )적

도발”

벽혈남천 �

감독임위륜

주연조문탁, 왕합희

“최강 전사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스피드

한액션! 장 한스케일! 스릴넘치는 추

적!!”

옥보단III 

감독장민

주연양가령, 종진, 도이

“냉∙온∙열∙염∙기… 동∙서 어떤 성인

화도모방할수없는기상천외한것이있

다!”

크라임킹The Return of Amphon

감독타니트지트누쿨

주연암폰룸푼

“목숨을담보한정 생존의법칙!!”

파이널포스Final Force

감독코니크웨더

주연스티븐마크, 폴크클라우드

“도시를 날려버리는 폭발적인 액션이 몰려

온다!!”

프리덤스트라이크Freedom Strike

감독제리P 제이콥스

주연마이클듀디코프, 펠라시터워터맨

“그것은 재난의 1차 징후 다. 12시간의

액션사투!”

화이트레이븐The White Raven

감독마이클블로제트

주연론실버

“목숨과도바꿀수없는비 ! 완벽한미스

테리. 치 한 두뇌게임. 거부할 수 없는 모

험이시작된다.”


